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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ood service status of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in 
Busan. A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 2012 to November 30, 2012 using questionnaires. Overall, 
66.7% of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had a separate dining room. The satisfaction score of the kitchen 
facility was 4.32 and the satisfaction degree of the dining place was 3.95. Most of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were not managed by professionals and the food service was in a relatively poor status. In 61.3% of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the director of the center purchased the foodstuffs. In addition, approx-
imately 72% of the child care centers directly purchased foodstuffs. When preparing meals, nutrition (73.0%), 
cost (13.5%), and preference (4.5%) wer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factors for respondents. Overall, there 
were demands for increasing meal costs and improving the food service facilities. In addition, a higher degree 
of hygiene management resulted in a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from children. Therefore, to improve food 
service performance at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food services should be assisted by professional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foodservices should be educated food serv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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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동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ㆍ발육이 왕성

하여 사회성이 발달하고 자아개념이 이루어지는 시

기이며, 제2의 급속한 성장, 성적 성숙을 준비하는 

중요한 때이다. 이 시기의 균형된 영양공급은 아동

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Nam 등 2006).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경제적 양

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빈부격차와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었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증가, 경제위기에 따른 여

성인력의 사회진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체제

변화, 저소득층 부모의 저학력 등으로 방과 후 보호

가 필요한 아동이 점점 늘고 있다(Kim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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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는 빈곤지역의 아동에게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부방으로부터 시작

되어, 빈곤 및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응하고 아동의 

권리보호,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방임아동에 

대한 부모 역할 대행 등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양육기능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할 목적으로 

신설된 아동복지시설이다. 신설초기인 2004년에는 

895개소였던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3,985개소 운영되

고 있으며, 104,982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a).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심리ㆍ정서적 안정

을 찾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

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b). 
가정 내 돌봄이 불충분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지

역아동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균형잡힌 

식사 제공으로 이용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며, 
신체발달 뿐만 아니라 심리ㆍ정서적 발달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고 아동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되고 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기

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b)에는 이용아

동 50인 이상인 경우 영양사 1인을 배치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실제로 영양전문가의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비율이나 지역별 지역아동

센터의 급식실태의 파악과 적절한 서비스방안의 모

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사

회복지기능(Lee 2005), 지역아동센터 운영(Ju 2005; 
Kong 2008) 복지서비스 만족도(Community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2010) 등 지역아동센터의 전체 복

지서비스 위주로 조사가 실시되어 왔고, 급식관련 

연구로는 강원지역과 경기지역의 지역아동센터 급

식의 만족도조사(Kim 2007a; Kim 2012), 급식관리지

원을 위한 모형개발(Kwon 등 2010) 등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진 정도이다. 
또한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라 인적구성이나 규모, 

프로그램 운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식실태에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현황을 운영주체별로 조사하

였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

을 줄 수 있는 지원방법을 논의하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부산지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파악하여 전화

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지역아동센터를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조사

원이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설문조사하였

다. 급식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다음, 문항을 수정ㆍ보완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25부 가운데 모든 문항에 

온전히 응답한 111부를 통계처리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아동의 구성, 주방 

및 식당 구비여부, 식품구입 실태, 급식실태, 급식담

당자의 위생수행도, 아동의 급식만족도 등의 항목으

로 구성되었다.
주방 및 식당 관련 문항은 선행연구(Lee 등 2006; 

Kook & Rho 2009; Rho 등 2009; Song & Kim 2009)
의 내용들을 기초하여 설문을 만들었다. 급식담당자

의 주방시설 만족도, 식사장소 만족도는 ‘매우 만족

하지 않는다’ 1점, ‘만족하지 않는다’ 2점, ‘보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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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umbers   %

Operating 
 organization

Person   55   49.6

Social welfare corporation   23   20.7

Religious group   12   10.8

Foundation corporation    7    6.3

Aggregate corporation    6    5.4

Civic group    5    4.5

Local government    1    0.9

Others    2    1.8

Number of
 children

Under 10    4    3.6

10∼30   94   84.7

30∼50   13   11.7

Hours of care
 (per day)

Under 7    8    7.2

8   16   14.4

9   30   27.0

10   26   23.5

11   15   13.5

Over 12   16   14.4

Days of care
 (per week)

5 days   72   64.9

6 days   38   34.2

7 days    1    0.9

Total  111  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다’ 3점,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식품구입 실태에 관한 조사를 위해 선행연구(Lee 

등 2006; Rho 등 2009; Song & Kim 2009)에서 사용

한 내용을 응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설문을 만들었

다. 문항의 내용은 식품구매자, 구입방법, 구입장소 

등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급식실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선행연구(Lee 등 2006; Song & Kim 
2009; Kim & Yoon 2010; Kim 등 2011)에서 사용한 

방법을 응용하여 설문을 만들었다. 문항의 내용은 

식단 작성 시 주안점, 제공 음식 가짓수, 우유 및 

과일 제공, 조리음식 보관, 급식개선을 위해 해결되

어야 할 문제, 급식관련 교육 유무, 급식관련 교육 

희망분야 등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급식담당자의 위생수행도 조사를 위해 선행연구

(Lee 2003; Lee 등 2006; Kim 등 2011; Kwon 등 

2012)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개인위생수행도(신뢰도

계수α=0.79), 식재료위생수행도(신뢰도계수 α=0.80), 
시설관리위생수행도(신뢰도계수 α=0.78) 및 위생관

리 중요성에 관한 인식도 등에 관한 문항을 만들었

다. 수행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

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아동의 급식만족도는 급식담당자를 통하여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점, ‘만족하지 않는

다’ 2점, ‘보통이다’ 3점, ‘만족한다’ 4점, ‘매우 만족

한다’ 5점으로 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연구자에 

의해 설계된 설문지는 식품영양학 전공자 3인으로

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문항이 선정되었다.

3. 조사자료의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ackage program(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항목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

여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변인간의 유의성 및 

상관성은 χ2-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Duncan's mul-
tiple range test 등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운영주체는 개인이 49.6%(5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법인 20.7%(23개소), 종교단체 10.8% 
(12개소), 재단법인 6.3%(7개소), 사단법인 5.4%(6개
소), 시민단체 4.5%(5개소), 지자체 0.9%(1개소) 등이

었다. 
지역아동센터의 규모는 ‘10인 미만’ 3.6%(4개소), 



J Korean Diet Assoc 20(1):50-62, 2014 | 53

Characteristics Numbers  %

Gender Male    0  0.0

Female  111 100.0 

Age Under 29   14  12.6

30∼39   25  22.5

40∼49   46  41.5

Over 50   26  23.4

Career (years) ＜1   26  23.5

1∼2   25  22.5

2∼3   25  22.5

3∼5   18  16.2

Over 5   17  15.3

Position Director of center   48  43.3

Social worker   22  19.8

Dietitian    2  1.8

Cook   36  32.4 

Volunteer    3  2.7

Education High school   38  34.2

College   19  17.1

University   54  48.7

Total  111 100.0

Table 2.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foodservice.

Characteristics  Numbers   %

School Preschool  85  3.2

Elementary
 school

Lower grade  963  36.8

Higher grade  892  34.1

Middle school  596  22.8

High school  77  2.9

Others  6  0.2

Economic status Recipient  1,064  40.6

The near poor  755  28.8

The general  254  9.7

The other approved  546  20.8

Family type Both parents  1,105  42.2

Single mother  659  25.2

Single father  486  18.5

Grandparent-grand son  211  8.1

Boy and girl  32  1.2

Other  126  4.8

Total  2,619 100.0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 supported by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10인∼30인’ 84.7%(94개소), ‘30인∼50인’ 11.7%(13
개소)이었다. 하루 운영시간은 9시간이 27.0%(30개
소)로 가장 많고, 10시간 23.5%(26개소), 8시간 

14.4%(16개소), 11시간 13.5%(15개소) 순이었다. 주간 

운영일수는 5일 64.9%(72개소), 6일 34.2%(38개소), 7
일 0.9%(1개소)이었다.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 급식담당자의 일반사항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급식담당자는 모두 여자였으

며, 연령은 40대가 41.5%(46명), 50대 23.4%(26명), 
30대 22.5%(25명) 순이었다. 급식 종사기간이 1년 미

만인 응답자가 23.5%(26명), 1∼2년 22.5%(25명), 2∼
3년 22.5%(25명), 3∼5년 16.2%(18명) 순으로 나타났

다. 시설장 43.3%(48명), 조리원 32.4%(36명), 사회복

지사 19.8%(22명), 자원봉사자 2.7%(3명), 영양사 

1.8%(2명)이었으며, 학력은 대졸 48.7%(54명)이 가장 

많았고, 고졸 34.2%(38명), 전문대 17.1%(19명)이었다.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구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수용하고 있는 총아동수는 2,619명으로 

평균 23.6명이었다. 이 중 ‘초등 저학년’이 36.8% 
(9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 고학년’ 34.1%(892
명), ‘중학생’ 22.8%(596명)의 순이었다. 경제형편으

로 보면 ‘수급 아동’ 40.6%(1,064명), ‘차상위계층 아동’ 
28.8%(755명), ‘기타승인 아동’ 20.8%(546명), ‘일반 

아동’ 9.7%(254명)의 순이었다. 가정형태별로 보면 

‘양부모가정’ 42.2%(1,105명), ‘모자가정’ 25.2%(659
명), ‘부자가정’ 18.5%(486명), ‘조손가정’ 8.1%(211
명), ‘소년소녀가장’ 1.2%(32명) 순이었다. 

2. 주방 및 식당 구비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주방 및 식당 구비실태

와 급식담당자의 주방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4
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주방이 없는 경우가 

4.5%(5개소)였으며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7.3%(4
개소),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4.3%(1개소)가 ‘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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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n=55)

Social welfare 
corporation

(n=23)

Religious
(n=12)

Others 
(n=21)

Total
(n=111) χ

2

Person in charge of
 purchasing

Dietitian/cook   4 ( 7.3)1)  8 (34.8)  4 (33.3)  7 (33.3)  23 (20.7) 15.544

Manager 37 (67.3) 15 (65.2)  6 (50.0) 10 (47.6)  68 (61.3)

Others 14 (25.5)  0 ( 0.0)  2 (16.7)  4 (19.1)  20 (18.0)

Purchasing method Direct purchase 47 (85.5)  6 (26.1) 11 (91.7) 16 (76.2)  80 (72.1) 57.498***

Free contract  1 ( 1.8)  9 (39.1)  0 ( 0.0)  2 ( 9.5)  12 (10.8)

Competitive tender  0 ( 0.0)  3 (13.1)  0 ( 0.0)  0 ( 0.0)   3 ( 2.7)

Others  7 (12.7)  5 (21.7)  1 ( 8.3)  3 (14.3)  16 (14.4)

Purchasing place Foodstuff supplier  3 ( 5.5) 12 (52.2)  0 ( 0.0)  3 (14.3)  18 (16.2) 36.156***

Traditional market  1 ( 1.8)  2 ( 8.7)  1 ( 8.3)  1 ( 4.8)   5 ( 4.5)

Major supermarket 31 (56.4)  3 (13.0)  7 (58.4) 14 (66.6)  55 (49.5)

Others 20 (36.3)  6 (26.1)  4 (33.3)  3 (14.3)  33 (29.7)
1) N (%)
***P＜0.001

Table 5. Food purchasing condition of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Personal
(n=55)

Social welfare 
corporation 

(n=23)

Religious
(n=12)

Others
(n=21)

Total
(n=111) χ

2/F

Kitchen Yes  51 (92.7)1) 22 (95.7)  12 (100.0) 21 (100.0) 106 (95.5)  1.412

No  4 ( 7.3)  1 ( 4.3)   0 (  0.0)  0 (  0.0)   5 ( 4.5)

Dining room Yes 35 (63.6) 19 (82.6)   6 ( 50.0) 14 ( 66.7)  74 (66.7) 13.620*

No 20 (36.4)  4 (17.4)   6 ( 50.0)  7 ( 33.3)  37 (33.3)

Satisfaction score Kitchen   4.11±0.372)b3)  4.86±0.46a  4.33±0.43ab  4.29±0.38ab 4.32±0.42  4.008*

Dining place  3.84±0.39NS4) 4.27±0.42 4.00±0.45 3.86±0.49 3.95±0.43 1.741
1) N (%)
2) Mean±SD. Mean values based on 5-point scale (5=satisfy greatly, 4=satisfy, 3=moderate, 2=dissatisfy, 1=dissatisfy greatly)
3) Value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level
*P＜0.05

Table 4. Possession condition and satisfaction score of kitchen and dining room of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없다’고 응답하였다. 식당은 66.7%(74개소)만 확보하

고 있었고 33.3%(37개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응

답하였다. 운영주체가 종교단체인 경우 50.0%(6개
소), 기타는 33.3%(7개소)가 식당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운영주체간의 차이를 보였다(P＜0.05). 
급식담당자의 주방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운영주

체가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5점 만점에 4.8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개인’이 운영주체인 경

우 가장 낮은 만족도(4.11점)를 보였다(P＜0.05). 식

사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운영주체가 ‘개인(3.84점)’
과 ‘기타(3.86점)’인 경우 긍정적 수준인 4점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품구입 실태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식품구입실태는 Table 5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영양사나 조리사’가 구매하는 

경우는 20.7%(23개소)이었으며 61.3%(68개소)는 ‘관



J Korean Diet Assoc 20(1):50-62, 2014 | 55

Personal
(n=55)

Social welfare 
corporation

(n=23)

Religious
(n=12)

Others
(n=21)

Total
(n=111) χ2

Considering factors Nutrition  40 (72.7)1) 16 (69.6)  9 (75.0) 16 (76.2)  81 (73.0) 16.439

Cost  8 (14.6)  3 (13.0)  2 (16.7)  2 ( 9.5)  15 (13.5)

Preference  1 ( 1.8)  3 (13.0)  0 ( 0.0)  1 ( 4.8)   5 ( 4.5)

Other  6 (10.9)  1 ( 4.4)  1 ( 8.3)  2 ( 9.5)  10 ( 9.0)

No. of dishes 4 10 (18.2)  6 (26.1)  4 (33.3)  3 (14.3)  23 (20.7)  5.529

5 34 (61.8) 12 (52.2)  5 (41.7) 16 (76.2)  67 (60.4)

Over 6 11 (20.0)  5 (21.7)  3 (25.0)  2 ( 9.5)  21 (18.9)

Milk supply Everyday  4 ( 7.3)  8 (34.8)  0 ( 0.0)  2 ( 9.5)  14 (12.6) 22.606*

Every other day  9 (16.4)  3 (13.0)  2 (16.7)  4 (19.0)  18 (16.2)

Twice/week 23 (41.8)  4 (17.4)  3 (25.0)  8 (38.1)  38 (34.3)

Once/week 12 (21.8)  6 (26.1)  7 (58.3)  6 (28.6)  31 (27.9)

None  7 (12.7)  2 ( 8.7)  0 ( 0.0)  1 ( 4.8)  10 ( 9.0)

Fruit supply Everyday  3 ( 5.5)  3 (13.0)  0 ( 0.0)  1 ( 4.8)   7 ( 6.3)  9.713

Every other day  8 (14.5)  5 (21.7)  2 (16.7)  2 ( 9.5)  17 (15.3)

Twice/week 26 (47.3)  4 (17.4)  5 (41.7)  8 (38.1)  43 (38.8)

Once/week 16 (29.1) 10 (43.5)  5 (41.7)  8 (38.1)  39 (35.1)

None  2 ( 3.6)  1 ( 4.4)  0 ( 0.0)  2 ( 9.5)   5 ( 4.5)

Storage of the food Refrigerator, warmer cabinet 16 (29.1)  6 (26.1)  2 (16.7)  3 (14.3)  27 (24.3) 12.282

Room temperature 17 (30.9)  6 (26.1)  6 (50.0)  8 (38.1)  37 (33.4)

Heating zone  9 (16.4)  6 (26.1)  2 (16.7)  5 (23.8)  22 (19.8)

Others 13 (23.6)  5 (21.7)  2 (16.7)  5 (23.8)  25 (22.5)

Clauses that should 
 be improve

Securing of experts 15 (27.2)  6 (26.1)  1 ( 8.3)  3 (14.3)  25 (22.5) 32.389*

Improvement in facilities  4 ( 7.3)  2 ( 8.7)  0 ( 0.0)  6 (28.6)  12 (10.8)

Meal cost increase 23 (41.8) 12 (52.2)  7 (58.3)  4 (19.0)  46 (41.5)

Securing of volunteer  3 ( 5.5)  2 ( 8.7)  2 (16.7)  2 ( 9.5)   9 ( 8.1)

Center budget increase 10 (18.2)  1 ( 4.3)  2 (16.7)  6 (28.6)  19 (17.1)

Field for learning Recommended dietary intake  9 (16.4)  0 ( 0.0)  2 (16.7)  3 (14.3)  14 (12.6) 11.035

Hygiene  8 (14.6)  6 (26.1)  3 (25.0)  4 (19.0)  21 (18.9)

Menu  7 (12.7)  4 (17.4)  4 (33.3)  3 (14.3)  18 (16.2)

Nutrition education 19 (34.5) 12 (52.2)  2 (16.7)  7 (33.4)  40 (36.1)

Others 12 (21.8)  1 ( 4.3)  1 ( 8.3)  4 (19.0)  18 (16.2)
1) N (%)
*P＜0.05

Table 6. Meal service status of the community child care centers.

리자’가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가 개

인인 경우 67.3%(37개소),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65.2%(15개소), 종교단체인 경우 50%(6개소)가 ‘관리

자’가 구매한다고 응답하였다. 
식품구입방법은 72.1%(80개소)가 ‘직접구매’로 응

답하였으며 10.8%(12개소)가 ‘수의계약’으로 응답하

였다. 개인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직접구

매’가 각각 85.5%, 91.7%이었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직접구매(26.1%)’보다 ‘수의계약(39.1%)’을 통한 구매

가 많아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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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ducation experience for food service management 
of the staffs.

식품구매장소는 개인(56.4%)과 종교단체(58.4%)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

우가 많았으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식재료구매업

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52.2%로 가장 높아서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01). 

4. 급식실태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실태는 Table 6과 

같다.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에서 식단작성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영양’이 73.0%(81개소)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원가’ 13.5%(15개소) 순이

었으며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공되는 음식수는 ‘5가지’가 60.4%(67개소)로 가

장 많았으며 ‘4가지(20.7%)’, ‘6가지 이상(18.9%)’ 순
이었다. 우유는 ‘일주일에 2회’ 34.3%(38개소), ‘일주

일에 1회’ 27.9%(31개소), ‘2일에 1회’ 16.2%(18개소) 
꼴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매일 제공’하는 지역아동

센터는 12.6%(14개소)이었고 9.0%(10개소)는 제공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은 ‘매일

(34.8%)-일주일에 1회(26.1%)-일주일에 2회(17.4%)’의 

순으로 제공하였으나 개인과 기타는 ‘일주일에 2회-
일주일에 1회-2일에 1회’ 순이었고 종교단체는 ‘일주

일에 1회-일주일에 2회-2일에 1회’ 순으로 나타나 운

영주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5). 과일은 ‘일
주일에 2회’ 38.8%(43개소), ‘일주일에 1회’ 35.1%(39
개소), ‘2일에 1회’ 15.3%(17개소), ‘매일’ 6.3%(7개
소) 순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조리한 음식을 주

로 ‘상온에 보관’하고 있었으며(33.4%, 37개소), 24.3% 
(27개소)는 ‘냉장고나 온장고’에, 19.8%(22개소)는 

‘가열대나 약한불’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

영주체가 종교단체인 경우 50%(6개소)가 ‘상온에 보

관’하고 있었다.
급식여건 개선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는 

‘급식단가인상’(41.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

다. 개인의 경우는 ‘급식단가인상-전문인력확보-예산

증액’ 순이었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급식단가인

상-전문인력확보-시설개선, 자원봉사자확보’ 순이었

고, 종교단체의 경우는 ‘급식단가인상-자원봉사자확

보, 예산증액’ 순으로 나타나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

를 보였다(P＜0.05).
가장 교육받기를 원하는 분야는 ‘아동의 영양지

도 방법(36.1%)-위생교육(18.9%)-식단작성(16.2%)-연령

별 적정섭취량(12.6%)’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가 

종교단체인 경우는 식단작성(33.3%)과 위생교육(25.0%)
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운영주체가 개인과 사

회복지법인인 경우는 영양교육과 위생교육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급식담당자의 급식관련 교육 유무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급식담당자들 중 급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64.9%(72개소)에 불과하였고, 
급식관리에 관한 교육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35.1%(39개소)로 종교단체 41.7%(5개소), 사회복지법인 

34.8%(8개소), 개인 29.1%(1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5. 급식담당자 위생수행도 자가평가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담당자가 스스로 

평가한 위생수행도는 Table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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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Personal
(n=55)

Social welfare 
corporation 

(n=23)

Religious
(n=12)

Others
(n=21)

Total
(n=111)

Personal hygiene

 Washing hands before and after handling food 4.22±0.321)NS2) 4.33±0.19 4.42±0.33 4.23±0.28 4.30±0.38

 Wearing plastic gloves when handling foods 3.36±0.31b3) 3.69±0.37a 3.68±0.41a 3.34±0.29b 3.51±0.37

 Wearing clean uniform and hat 3.33±0.28NS 3.57±0.33 3.51±0.36 3.38±0.29 3.41±0.32

 Taking off a uniform when going to toilet 3.32±0.41NS 3.55±0.37 3.40±0.32 3.44±0.44 3.38±0.37

 Subtotal 3.54±0.24b 3.80±0.29a 3.77±0.21a 3.59±0.36ab 3.67±0.25

Food hygiene

 Leftovers are not served again 3.07±0.28b 3.48±0.11a 3.05±0.14b 3.24±0.21ab 3.20±0.41

 Food ingredients after expiration date are not used 4.32±0.33NS 4.41±0.45 4.27±0.37 4.36±0.38 4.34±0.40

 All foods are kept off the floor 4.10±0.37NS 4.26±0.39 4.07±0.42 4.22±0.35 4.16±0.37

 Serving foods within 2 hours 4.37±0.41NS 4.39±0.40 4.25±0.38 4.39±0.32 4.35±0.42

 Subtotal 3.96±0.40NS 4.14±0.44 3.91±0.43 4.05±0.35 4.01±0.41

Facilities hygiene

 Foods are stored in a refrigerator or a freezer 4.27±0.29NS 4.37±0.38 4.31±0.42 4.27±0.42 4.30±0.35

 Kitchen tools (knives, cutting boards, dishcloth) are sanitized 4.03±0.34NS 4.01±0.35 4.02±0.38 4.04±0.39 4.02±0.40

 Refrigerators are cleaned at least once a week 3.97±0.36NS 4.02±0.40 4.00±0.43 3.99±0.44 4.00±0.38

 Ventilation fans and gas hoods are cleaned 3.92±0.35NS 3.98±0.38 3.94±0.41 3.91±0.40 3.94±0.41

 Subtotal 4.04±0.35NS 4.08±0.39 4.06±0.40 4.05±0.40 4.06±0.39

Awareness of importance of sanitation management 4.80±0.44NS 4.95±0.21 4.83±0.47 4.90±0.30 4.86±0.38
1) Mean±SD. Mean values based on 5-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moderate, 4=agree, 5=strongly agree)
2)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level
3) Value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Hygiene practices of the person in charge of foodservice.

점 만점에 개인위생 3.67점, 식품위생 4.01점, 시설위

생 4.06점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 항목에서는 ‘음식

취급 전후에 손을 씻는다’는 문항은 4.30점으로 높

은 수행도를 보였지만 ‘음식 취급 시 위생장갑 착용

(3.51점)’, ‘조리 시 위생복, 위생모 착용(3.41점)’, ‘화
장실 이용 시 조리복 탈의(3.38점)’ 항목은 보통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취급 시 위생장갑 착용’ 
항목은 운영주체가 개인과 기타인 경우 사회복지법

인과 종교단체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5). 
식품위생 항목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4.34점)’, ‘식재료를 바닥에 두지 않

는다(4.16점)’,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배식한다(4.35
점)’의 문항은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은 음식은 재

배식하지 않는다’의 문항은 낮은 점수(3.20점)를 보

였으며, 운영주체가 개인과 종교단체인 경우 사회복

지법인보다 낮은 수행도를 나타내었다(P＜0.05). 
시설위생 항목에서는 ‘식품은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한다(4.30점)’, ‘칼, 도마, 행주는 소독 후 사용한

다(4.02점)’, ‘냉장고는 1주일에 한번 이상 청소한다

(4.00점)’의 문항은 수행도가 높았으나, ‘환풍기나 후

드가 깨끗하다(3.94점)’는 문항은 낮은 점수를 보였

다. 위생관리의 중요성 인식도는 개인 4.80점, 사회

복지법인 4.95점, 종교단체 4.83점, 기타 4.90점으로 

모든 운영주체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고 찰

부산광역시의 지역아동센터 중 수용아동이 ‘10인 

미만’인 시설이 4.1%, ‘10인∼30인’ 80.4%,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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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5.5%로 보고된 바 있는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a), 본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아

동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 지역아동

센터의 평균 이용 아동수는 23.6명으로 부산평균 

25.3명과 비슷하였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아동 50인 이상

인 경우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

사대상 지역아동센터 중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는 

없고 100%가 ‘50인 미만’이므로 영양사가 배치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3,985개소 중 

이용아동이 ‘50명 이상’인 경우가 20개소에 불과하

므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a) 지역아동

센터는 현실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여건 하에 놓여있다. 아동의 복지향상과 급식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설립취지에 걸맞게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식당이 ‘확보되어 있다'고 응답한 지역아동센터는 

66.7%이지만 식사장소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95점에 불과하여 식사공간이 확보는 

되어있으나 시설이 미흡한 곳이 많음을 알 수 있었

다.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11조)이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

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m2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식당 시설을 갖추

지 않아도 무방한 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규모를 갖춘 지역아동센터는 법인화 추세에 

있으므로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식당 확보율도 

높고 주방시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식

당이 확보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는 교실에서 급식

이 이루어지므로 위생관리 문제나 안전사고가 발생

할 소지가 많으므로 위생ㆍ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2012)은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 조사에서 식

당과 교실을 같이 운영하는 센터가 23.0%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급식과 학습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식당과 교실

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복지시설 관리자가 식재료의 구매를 담당하는 경

우가 72.1%에 달하고,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없이 급

식업무의 전반적인 관리를 시설관리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전문성 결여 문제도 있지만 업

무부담이 과중되어 급식관리에 전념할 수 없는 애

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

니라 노인복지시설(Seo & Yun 2011)이나 어린이 보

육센터(Rho 등 2009; Song & Kim 2009)도 비슷한 

실정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ark(2008)은 종교단체 중심으로 출발한 소규모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활성화되다보니 실무자

들의 전문성이 그들의 열의와 헌신에 못미치는 상

황이므로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급식은 단

순한 한끼의 식사해결이 아니라 아동의 심리ㆍ정서

적 지지와 더불어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삶의 교육

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전문가의 관리가 반드시 필

요하다.
개인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는 수용

아동이 20인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식품을 직접구매하고 있는 반면, 수용아동이 30인 

이상으로 규모가 비교적 큰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수

의계약을 통한 구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a). 직접 구입 시

는 편리하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대형

할인점이므로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49.5%
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수의계약이

나 경쟁입찰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식재료구

매업체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높은 비율(52.2%)
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위생관리 능력과 운영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구

입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

므로 식품 구입에 따른 시간과 업무 부담을 감소시

킬 수 있는 구매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

다. 
Kim(2012)의 조사에서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에



J Korean Diet Assoc 20(1):50-62, 2014 | 59

서는 식품구매담당자의 44.4%가 조리사, 41.0%가 센

터장으로 나타났고, 직접구입 70.0%, 수의계약 30.0%
이었으며 직접구매시 대형마트가 45.1%로 가장 많

았고 도매시장/수퍼마켓, 동네시장 순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 Lee(2010)는 아동보육센터에서도 88.1%가 

직접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im(2012)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식단작성 시 중요

하게 생각하는 점으로 영양소균형(57.0%)-계절식품

활용(16.0%)-아동기호도(12.0%)-식품가격(10.0%)의 순

서로 보고하였지만, 본 조사에서는 원가(13.5%)를 아

동의 기호(4.5%)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의 차이를 보였다. 낮은 식비에서도 

아동들의 영양을 먼저 생각하여 급식을 하려고 노

력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며, 이를 돕기 위해서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좋은 식

단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양섭취수준과 식사를 구성하는 음식 가짓수 간

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급식의 영양학적 

질의 향상에는 반찬 가짓수도 중요한 인자가 된다

(Kant 등 1991; Jung 등 1997). 조사대상 지역아동센

터의 60.4%가 5가지의 음식을 제공하고 20.7%는 4
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균형잡힌 영양소 

공급이 힘든 상황임을 시사하였다. Kwon 등(2010)도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이 섭취하는 음식가짓수가 평균 

4가지로 보고하였다. 우유와 과일을 포함한 1일 급식

단가가 3,000원이므로 현재의 급식단가로는 영양적으

로 균형잡힌 반찬을 제공하거나 아동들에게 우유나 

과일을 매일 공급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33.4%가 실온에 음

식을 두고 배식하고 있으므로 식중독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설 설비가 미비되어 상

온배식을 하더라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하도

록 교육하여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할 것이다.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급식개선을 위해서 가

장 필요한 것이 ‘급식단가 인상’이라고 응답하였는

데, 영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Rho 등(2009), 

Kim 등(2011)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고된 것

으로 보아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동시설의 급

식비 증액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요청된

다. 개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급식단가 인상’ 다
음으로 ‘전문인력의 확보’를 원했으나 종교단체의 

경우 ‘자원봉사자 확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하여, 인력자체가 부족한 상황 이라 전문인력이 아

니더라도 자원봉사자라도 확보하여 급식업무를 수

행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임을 나타내었다. 전국 300
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조사한 Kim(2007b)의 조사에 

의하면 반수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자원봉사 등의 

외부인력으로 급식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지역

아동센터가 소규모로 운영되므로 급식담당자를 따

로 배정할 수 없는 여건임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교육받기를 원

하는 분야는 ‘아동의 영양지도 방법(36.1%)-위생교육

(18.9%)-식단작성(16.2%)-연령별 적정섭취량(12.6%)’ 순

으로 응답하여 아동을 위한 영양지도가 제대로 이

루어지기를 바라고 아동에게 위생적으로 식사를 제

공하고자 하는 급식담당자의 바람이 나타났다.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식단작성과 위

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기 원하는 비율이 높았으

나 개인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 ‘영양관

련교육’을 받기 원하는 비율이 높아 운영주체에 따

른 차이를 보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때에는 

사전 요구도조사를 실시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급식 시 위생관리의 중요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86점으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

였지만 개인위생 수행도는 평균 3.67점으로 보통정

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특히 ‘재배식을 하지않

음’에 관한 수행도가 3.20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는 것은 위생ㆍ안전관리가 허술함을 시사한다. Lim 
등(2013)은 위생교육의 경험 및 교육횟수는 위생관

리에 영향을 주며 위생관련 직무수행도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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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아동들이 위생적이

고 안전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식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생ㆍ안전관리 교육의 개발과 실시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음식 취급 시 위생장갑 착용’ 항목과 ‘남은 음식

은 재배식하지 않는다’의 문항에서 운영주체가 사회

복지법인인 경우 다른 운영주체에 비해 높은 점수

를 보였지만, 그 밖의 위생수행도에서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인 지역아동

센터의 경우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수월성은 확보되

어 있고 시설면에서도 규모를 갖추고는 있지만, 지

역아동센터의 급식사업 자체가 지원금 정산, 급식인

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고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른 

급식실태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을 지

원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지원

기관이다(Kim 등 201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급식 규모별 영양관리, 위생ㆍ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순회방문을 통한 현장지도 및 소규

모 급식소의 컨설팅이 가능하므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

도록 제도가 보완된다면, 지역아동센터나 정부가 추

가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이 아동들이 사각지대를 

벗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

우 2013년 하반기에는 모든 군ㆍ구에 어린이 급식관

리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지

원이 더욱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
동복지 차원에서 급식관련 지원이 개선되고 영양전

문가가 참여하는 질높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아동이 복지권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의 협

의와 협조, 관련규정의 보완 등을 위한 국가와 사회

의 적극적 지지가 요청된다.

요약 및 결론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바람직한 급

식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부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아동센터 111개소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11월 1일부터 11
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주체는 개인이 49.6%(55개소)로 가장 많았으

며 사회복지법인 20.7%(23개소), 종교단체 10.8% 
(12개소), 재단법인 6.3%(7개소), 사단법인 5.4%(6
개소), 시민단체 4.5%(5개소), 지자체 0.9%(1개소) 
등이었다. 지역아동센터의 규모는 10인 미만 3.6% 
(4개소), 10∼30인 84.7%(94개소), 30∼50인 11.7% 
(13개소)이었다. 초등 저학년이 36.8%(9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 고학년 34.1%(892명), 중학생 

22.8%(596명)의 순이었다. 경제형편으로 보면 수

급 아동 40.6%(1,064명), 차상위계층 아동 28.8% 
(755명), 기타승인 아동 20.8%(546명), 일반 아동 

9.7%(254명)의 순이었다. 
2. 전체적으로 주방이 없는 경우가 4.5%(5개소)였으

며 식당은 66.7%(74개소)만 확보하고 있었다. 주

방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4.32점, 식사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3.95점으로 나타났다. 
3. 영양사나 조리사가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20.7% 

(23개소)이었으며 61.3%(68개소)는 관리자가 구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구입방법은 72.1%(80
개소)가 ‘직접구매’로 응답하였으며 10.8%(12개소)
가 ‘수의계약’으로 응답하였다. 개인과 종교단체

에서 운영하는 경우 직접구매가 각각 85.5%, 
91.7%이었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직접구매(26.1%) 
보다 수의계약(39.1%)을 통한 구매가 많아 운영

주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01). 식품구매

장소는 개인(56.4%)과 종교단체(58.4%)가 운영하

는 지역아동센터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식재료구매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52.2%로 가장 높아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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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체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01). 
4. 식단작성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영양

이 73.0%(81개소), 원가 13.5%(15개소), 기호 4.5% 
(5개소) 순이었으며 운영주체에 따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급식여건 개선을 위해 해결되어

야할 문제로는 ‘급식단가인상(41.5%)’이 가장 높

은 응답률을 보였다. 급식담당자들 중 영양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64.9%(72개소)에 불과하였다. 가장 교육받기를 원

하는 분야는 ‘아동의 영양지도 방법(36.1%)-위생

교육(18.9%)-식단작성(16.2%)-연령별 적정섭취량

(12.6%)’ 순으로 나타났다. 
5. 위생관리의 중요성 인식도는 개인 4.80점, 사회복

지법인 4.95점, 종교단체 4.83점, 기타 4.90점으로 

모든 운영주체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개인

위생 수행도는 평균 3.67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

타났으며, 운영주체가 개인인 경우 3.54점으로 가

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식재료 위생관리 수행도

(4.01점)와 급식시설 위생관리수행도(4.06점)는 전

체적으로 5점 만점에 4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

었고, 운영주체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빈곤ㆍ결손가정의 아동이 

대다수이므로 아동복지 차원에서 급식관련 지원이 

개선되고 영양전문가가 참여하는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아동이 복지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 지지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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