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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ucing plate-waste for school lunches is an important strategy to guarantee adequate nutrition intakes by 
students as well as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dieticians’ perception 
of no-plate-waste day. The subjects were dieticians at 203 schools in Seoul and Kyeonggi-do. Among them, 
132 schools (78.6%) operated no-plate-waste day once a week, 6.9% once a month, 10.8% twice a week, 
whereas 17.2% did not operate at all. According to dieticians, plate-waste per student on no-plate-waste day 
(mean 49.1 g) was lower than that on an ordinary day (mean 79.2 g). The most popular method to advertise 
no-plate-waste day was to notify it on the menu board (52.4%), followed by notifying it on the dining hall 
and the school website. The most frequently used reward on no-plate-waste day was a gift snack (67.3%), 
followed by complimentary stickers, awards, and GPA. The most common side effect of no-plate-waste day 
was students’ abandoning foods (45.2%), followed by rejecting food and simplified menu. The most frequent 
barrier was insufficient recognition of necessity (39.3%), followed by shortage of manpower or budget and 
students and teachers’ resistance. The dieticians at 35 schools without no-plate-waste day answered that they 
did not operate it due to ‘no need perceived’ and ‘no budget’ (31.4% and 31.4%, respectively). Based on this 
study, government and society should promote the need to reduce plate-waste by students and teachers as 
well as school administ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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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급식은 신체적, 정신적 성장 발달과 함께 인

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학생 시기에 실시되며 학

생 시기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학 시기에 해

당한다. 학교급식법 제11조 1항 및 2항에 의하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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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

족시키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가정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53년 전쟁 재해 아동 구

호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시작된 것이 그 시작이다. 
그 후 학교급식법에 의해 초등학교 급식은 1998년부

터, 고등학교 급식은 1999년부터 전면 실시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중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서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1,520개교에서 

100% 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1일 평균 671만명(전체 

학생 대비 99.5%)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이렇게 학교급식은 단기간에 양적으로 급성장하

였지만 질적으로도 향상되기 위해서는 위생문제, 식
중독, 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

기 대량 배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문
제 해결방법으로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 정책을 양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질 중심의 ‘운영 내실화 정

책’으로 전환하고자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우수농

산물 사용 확대, 영양관리 강화, 정부지원 확대, 지

도감독시스템 개선의 목표를 제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1). 

학교급식에서는 전문가인 영양사가 식사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 계획은 식사 내용의 질적․양적인 충

족은 물론이고 식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익숙하지 않은 음식의 맛과 

질감을 접하는 등 음식에 대한 다각적인 경험을 가

능하게 한다. 그리고 영양교육을 통하여 식품에 대

한 정확한 영양지식과 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음식물 낭비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대책도 배우게 된

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별로 분석한 연

구에서 조리 전은 14.0%에 지나지 않고, 배식 후 버

려지는 경우가 85.6%에 이른다는 결과(Kim & Lee 
2003)가 있어 학교급식에서의 잔반 감소에 대한 문

제가 심각하다.
잔반량이 많아질수록 학교급식에서 학생들이 섭

취하는 영양섭취량은 부족해진다. 서울·경기 지역 

중학생에서 잔반량 측정을 조사한 연구(Lee 2005)에
서 1/3 RDA와 비교했을 때 제공단계에서부터 부족

하였던 칼슘, 철, 비타민 B1은 잔반 때문에 섭취량 

부족이 악화되었으며 비타민 A, 비타민 B1, 나이아

신은 권장량 이상 제공되었으나 학생들이 섭취하지 

않고 남김으로써 섭취량이 부족하였다. 전체적인 잔

반량은 연구에 따라 고등학생의 경우 20% 이상(Yi 
& Kwak 2008) 혹은 중학생의 경우 33.5%(Lee 2005)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해

서는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남기는 정도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학교급식에서 잔반을 만들지 않는 것은 영양적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잔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

소는 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

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
항). 2011년 경기도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

황을 보면 총 1,922학교에서 1년에 40,757 ton의 음

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연간 4,829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쓰여지고 있다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2013). 이렇

게 버려지는 돈은 급식비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이

것은 곧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들의 

영양 뿐 아니라 기호도를 감안한 식단을 개발하여 

학교급식의 만족도 향상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기호

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으로 잔반의 발생

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매주 1회 이상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운영하여 잔반을 줄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으나(Ministry of Education 2013)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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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Number of school %

None 35 17.2 

Once a month 14 6.9 

Once a week 132 65.0 

Twice a week 22 10.8 

Total 203 100.0 

Table 1. Operating frequency of no-plate-waste day in school 
lunch.

실태에 대한 조사가 많지 않다. 특히 현재까지 학교

급식의 잔반에 관한 연구는 피급식자인 초등학생

(Park 2009; Jang 2012)과 중학생(Lee 2009)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을 뿐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교 급식의 영양사

를 대상으로 ‘잔반없는날’ 실시교의 경우 운영 방법,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 조사하고, 미실시교의 경우 

미실시 이유와 앞으로 실시 고려 여부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여 잔반없는날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

하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

사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9
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배부한 설문지 205부 중

에서 205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100%) 불완전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하여 총 203부를 최종 분석 자료

로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Jang 2012) 수정 

보완하였고 본 조사에 앞서 2013년 5월 영양사 20명
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

정도와 난이도를 분석한 후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일반사항으로는 영양사의 연령, 경력과 학교의 형

태, 지역, 1일 급식 횟수, 1일 평균 급식인원수, 급

식 배식 방법 및 잔반없는날 실시 횟수를 조사하였

다. 잔반없는날 운영 학교의 경우 홍보 방법 및 보

상 방법,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 및 운영이 학생

에게 도움이 되는 점, 운영 시 어려운 점 및 운영의 

부작용으로 구성되었다. 평소 및 잔반없는날의 학생 

1인당 평균 잔반량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잔반없는

날 운영에 관한 나만의 노하우는 서술식으로 조사

하였다. 미실시교에서는 미실시 이유, 실시 계획 유

무 및 실시 시 도움 예상 여부를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프로그

램(ver. 21.0)을 사용하였다. 잔반량은 평균±표준편차

로 표시하여 실시 빈도에 따른 군간 차이의 유의성

을 독립표본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다(P< 
0.05). 나머지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여 카

이제곱 검정으로 군 간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P<0.05). 

결 과

1. 잔반없는날 실시 현황

잔반없는날 실시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전체 

203개 학교 중 잔반없는날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는 

35개교(17.2%)이며, 월 1회 실시하는 학교는 14개교

(6.9%), 주 1회 실시하는 학교는 132개교(65.0%),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는 22개교(10.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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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nce a month
(N=14)

Once a week
(N=132)

More than twice a week
(N=22)

Total
(N=168) P-value

Dieticians’ opinion 0.269

  Decreased 13 (92.9)1) 117 (88.6) 17 (77.3) 147 (87.5)

  No change  1 ( 7.1) 15 (11.4)  5 (22.7) 21 (12.5)

Plate waste per student (g)

  The other days 76.9±61.82) 79.2±52.5 80.5±52.8 79.2±53.0 0.485

  No-plate-waste day 44.4±35.5 49.6±44.9 49.7±42.0 49.1±43.6 0.868

  Difference 32.6±29.1 29.7±23.2 30.8±28.3 30.1±24.3 0.215
1) N (%)
2)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Change of plate waste of school lunch by no-plate-waste day according to frequency.

Variables Once a month
(N=14)

Once a week
(N=132)

More than twice a week
(N=22)

Total
(N=168) P-value

Advertisement 0.653 

  On menu list  6 (42.9)1) 73 (55.3)  9 (40.9) 88 (52.4)

  On dining hall  6 (42.9)1) 45 (34.1)  9 (40.9) 60 (35.7)

  On school homepage  2 (14.2)1) 14 (10.6)  4 (18.2) 20 (11.9)

Reward 0.250 

  Gift snack 10 (71.4)1) 88 (66.7) 15 (68.2) 113 (67.3)

  Complimentary sticker  3 (21.4)1) 20 (15.2)  1 ( 4.5) 24 (14.3)

  Certificate of merit  0 ( 0.0)1) 13 ( 9.8)  1 ( 4.5) 14 ( 8.3)

  No reward  1 ( 7.1)1) 10 ( 7.6)  2 ( 9.1) 13 ( 7.7)

  Reflecting on GPA  0 ( 0.0)1)  1 ( 0.8)  3 (13.6)  4 ( 2.4)
1) N (%)

Table 3. Methods of advertisement and rewards according to frequency of no-plate-waste day.

2. 잔반없는날의 잔반량 감소

Table 2는 잔반없는날이 잔반량 감소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과 학생 1인당 잔반량을 

평소와 비교하였다. 영양사의 12.5%를 제외하고 나

머지는 잔반량이 감소한다고 답하였으며 실시빈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실제 측정한 잔반량 변화를 보

면 학생 1인당 평소 잔반량이 79.2 g인데 잔반없는

날 잔반량의 평균은 49.1 g으로, 평균 30.1 g만큼 잔

반량이 감소하였다. 

3. 잔반없는날 홍보 방법 및 보상 방법

잔반없는날 홍보 방법 및 보상 방법을 조사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실시 빈도에 따른 유의적 차

이 없이 잔반없는날의 홍보 방법은 식단에 표기가 

52.4%, 식당에 게시가 35.7%,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가 11.9%였다. 잔반없는날의 보상 방법은 ‘간식 선

물 제공’이 67.3%로 가장 높았고, ‘칭찬 스티커 제

공’, ‘상장 수여’가 각각 14.3%, 8.3%였고 ‘수행평가

에 반영’이 2.4%였으며, ‘보상 없음’도 7.7%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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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nce a month
(N=14)

Once a week
(N=132)

More than twice a week
(N=22)

Total
(N=168) P-value

Adverse effects　 0.191 

  Abandon food  4 (28.6)1) 60 (45.5) 12 (54.5) 76 (45.2)

  Resist receiving foods  8 (57.1) 32 (24.2)  7 (31.8) 47 (28.0)

  Simplified menu  0 ( 0.0) 17 (12.9)  1 ( 4.5) 18 (10.7)

  None  2 (14.3) 14 (10.6)  1 ( 4.5) 17 (10.1)

  Forced feeding  0 ( 0.0)  9 ( 6.8)  1 ( 4.5) 10 ( 6.0)

Difficulties in operating 0.844 

  Poor perception of necessity  6 (42.9) 51 (38.6)  9 (40.9) 66 (39.3)

  Shortage of man power  6 (42.9) 45 (34.1)  5 (22.7) 56 (33.3)

  Shortage of budget  1 ( 7.1) 27 (20.5)  7 (31.8) 35 (20.8)

  Resistance of students and teachers  1 ( 7.1)  8 ( 6.1)  1 ( 4.5) 10 ( 6.0)

  No response  0 ( 0.0)  1 ( 0.8)  0 ( 0.0)  1 ( 0.6) 　
1) N (%)

Table 5. Undesirable effects and trouble of no-plate-waste day according to frequency.

Variables Once a month
(N=14)

Once a week
(N=132)

More than twice a week
(N=22)

Total
(N=168) P-value

The most helpful person 0.569 

  Homeroom teacher  5 (35.7)1) 47 (35.6) 10 (45.5) 62 (36.9)

  Dietitian  5 (35.7) 37 (28.0)  4 (18.2) 46 (27.4)

  Student  3 (21.4) 29 (22.0)  3 (13.6) 35 (20.8)

  School cook  0 ( 0.0) 17 (12.9)  4 (18.2) 21 (12.5)

  Parents  1 ( 7.1)  2 ( 1.5)  1 ( 4.5)  4 ( 2.4)

The best merit to students 0.900 

  Correcting picky eating  6 (42.9) 47 (35.6)  9 (40.9) 62 (36.9)

  None  5 (35.7) 44 (33.3)  6 (27.3) 55 (32.7)

  Acknowledging value of food  3 (21.4) 30 (22.7)  6 (27.3) 39 (23.2)

  Table manner  0 ( 0.0) 11 ( 8.3)  1 ( 4.5) 12 ( 7.1)
1) N (%)

Table 4. Desirable effects and the most helpful person of no-plate-waste day.

4. 잔반없는날에 도움을 주는 사람 및 도움되는 점

잔반없는날 실시에 도움을 주는 사람 및 도움이 

되는 점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실시빈도

에 따른 군 간에 차이 없이 잔반없는날 실시에 가

장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담임교사가 36.9%로 가장 

높았고, 영양사가 27.4%, 학생이 20.8%,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가 12.5%, 학부모가 2.4% 순으로 나타났다. 
잔반없는날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점은 ‘편식

교정’이라는 의견이 36.9%이고 ‘음식의 소중함을 인

식’이라는 의견이 23.2%, ‘식사예절 형성’이라는 의

견이 7.1%로 나타난 반면 ‘도움 안 될 것임’이라는 

의견은 32.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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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s (N=35) %

Reason of not operating no-plate-waste day

  No need 11 31.4

  Students’ objection  3 8.6

  Teachers’ objection  8 22.9

  No budget 11 31.4

  The others  2 5.7

Plan to operating no-plate-waste day

  None  1 2.9

  Will consider if possible 21 60.0

  Want to 11 31.4

  Willing to  2 5.7

Expectation of reducing plate-waste 　

  Never  1 2.9

  Not necessarily  3 8.6

  Helpful a little 17 48.6

  Helpful 12 34.3

  Helpful a lot  2 5.7

Table 6. Perceptions regarding no-plate-waste day of die-
ticians at schools without no-plate-waste day.

5. 잔반없는날의 부작용 및 장애요인

실시빈도에 따른 잔반없는날의 부작용 및 운영상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실시빈

도에 따른 군 간 차이 없이 잔반없는날의 부작용으

로 ‘(식탁 위나 식당 바닥에) 음식을 버린다’는 의견

이 45.2%로 가장 많았고 ‘배식 시 음식을 받지 않는

다’가 28.0%, ‘메뉴 구성이 단순해진다’가 10.7%, ‘강
제급식’이 6.0%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10.1%는 

‘부작용이 없다’고 답하였다.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39.3%로 가장 높았으

나 ‘인력부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각각 33.3%
와 20.8%로 많았고, 6.0%는 ‘학생 및 교사의 반발’
라고 답하였다. 

6. 잔반없는날 미실시교의 실태조사

잔반없는날 실시 안하는 학교의 실태조사는 Table 

6에 요약되었다. 잔반없는날 미실시 이유로 가장 많

은 것은 ‘필요성을 못 느낌’과 ‘예산 미확보’가 각각 

31.4%로 나타났고, ‘교사의 반대’가 22.9%, ‘학생의 

반대’가 8.3%, ‘기타’ 의견이 5.7%로 뒤를 이었다. 
잔반없는날 실시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여건이 된

다면 고려해 보겠다’가 60.0%, ‘해보고 싶다’가 31.4%, 
‘꼭 해보고 싶다’가 5.7%, ‘계획이 없다’가 2.9%였다. 

7. 성공 사례 조사

본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보상과 홍보 방법이 수

집되었다. 보상으로는 반별 혹은 개인별 임명장, 명
예, 선물과 같은 방법이 있었다. 각 학생들이 받은 

칭찬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반을 우수반으로 선

정하는 제도에는 칭찬 스티커를 받는 기준과 동점

인 반이 생길 때 택일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우수반 선정 시 전교학생

이 보는 앞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것이 선물만 학급

에 전달하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하

였다. 그러나 우수반 선정은 같은 반이 계속해서 수

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의견도 있었다. 그 결과 

1등인 반과 칭찬 스티커 갯수가 너무 차이가 많아

지면 잔반량 줄이기를 포기하는 폐단이 있어 학생 

개인별 간식을 당일에 수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가장 획기적인 제도는 하이패스 제도로 퇴식구를 

한 대 더 추가하여 음식물을 남겼을 때 나가는 통

로와 음식물을 다 먹었을 때 나가는 통로(하이패스)
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잔반이 없는 학생에게 줄

을 서지 않아도 되는 보상을 주는 제도이다. 잔반 

여부에 무관하게 한 줄로 서게 되면 줄이 길어지고 

기다리는 동안 남긴 음식물을 흘리게 되어 결과적

으로 급식실이 어수선해지게 되는데 하이패스 제도

를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매일 하이패스 통과율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선호 

및 비선호 식단을 분석함으로써 다음 급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이패스 실시 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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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약 23.9%의 감량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였다.
홍보 방법으로는 홍보대사 지정이 있었고 메신저

나 방송을 통해 그날의 메뉴와 더불어 잔반없는날

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재량활동 

시간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실시 

한 뒤 잔반없는날 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관

한 표어 또는 오행시 짓기, 감상문 쓰기, 내가 남긴 

음식에게 편지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음식에 대

한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또 우수작을 식당에 게시

함으로써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에게 전달하

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각 반에서 급식 예

절이 바른 학생을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도서상품권

뿐 아니라 임명장을 수여하고 학생들에게 칭찬 스

티커를 나눠주며, 각 반에서 5명씩의 급식우수 학생

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인력 부족의 문제

와 함께 잔반 줄이기가 중요함을 학생들에게 고취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고 찰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잔반없는날 실시교의 

운영상 어려운 점이나 미실시교의 미실시 이유는 

잔반량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 영양사 뿐 아니라 학

교장, 학부모 및 학생의 인식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

성을 제기하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잔반없는

날을 운영하는 학교급식 영양사의 39.3%가 운영 상 

어려운 점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답한 

것뿐만 아니라 ‘인력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학생 

및 교사의 반발’로 답한 것은 학교 운영측이나 급식

고객 편에서의 인식 부족을 의미한다. 필요성에 대

한 인식 부족은 잔반없는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학

생과 교사의 반발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잔반없

는날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잔반없는날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홍보 강화 및 잔반 줄

이기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잔반없는

날 미실시 이유로 가장 많은 것이 ‘필요성을 못 느

낌’과 ‘예산 미확보’로 나타난 것도 각각 영양사와 

학교측의 학교 급식에서 잔반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서울 및 경기 지역 학

교 중에는 잔반없는날 실시 빈도로 주 1회가 실시

교 168개교 중 78.6%인 132개교로 가장 많았다. 잔

반없는날 실시 빈도를 조사한 유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남녀 학생의 인식조사(Chae 
2011)에서 잔반없는날 실시에 대한 희망 빈도가 성

별로 달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잔반 감소에 대해 

관심이 큰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일주일에 두 번’이 

여자가 51.4%로 남자 40.0%보다 높은 반면에 ‘한 달

에 한 번’은 남자가 26.2%로 여자 16.8%보다 낮았다.
본 연구에서 잔반없는날의 학생 1인당 잔반량의 

감소 정도는 평소에 비해 30.1 g으로 나타나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Lee 2011)에서 보고된 

9.08 g보다 큰 값이다. 잔반없는날 받는 보상을 받기 

위해 배식된 음식을 바닥에 버리거나 배식 시 음식

을 받지 않으려는 부작용도 보이고 있어 잔반통에 

수집된 잔반량만으로 잔반없는날의 잔반량 감소 효

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잔반없는날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식탁 위나 식

당 바닥에) 음식 버리기, 배식 안 받기 및 메뉴 단

순화의 문제는 홍보 및 보상 등의 운영 방법에 대

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운영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

여 전국의 각 학교에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잔반없는날 노하우로 나타난 음식물쓰레

기 줄이기 홍보 대사 선발, 하이패스 제도, 개별 간

식 제공, 표어 짓기 및 감상문 쓰기 등의 운영방법

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선행연구(Lee 2011)는 음식 문화 개선 학

예 행사를 개최하여 잔반없는날 글짓기, 포스터 그

리기, 표어 만들기, 푸르미 활동(잔반없는날 활동 도

우미) 등을 소개하였다. 
잔반 줄이기 교육이 이러한 잔반없는날 실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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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

다. Baek(2010)의 연구 결과에서 잔반없는날 교육의 

실시 후 좋아진 점을 보면 학생들은 ‘음식의 소중함

을 배웠다’는 의견이 62.3%, ‘협동심이 생겼다’가 

19%, ‘편식이 개선되었다’가 18.2%, ‘변화 없다’가 

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교육

의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도와 감량태도가 높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도와 감량태도가 높은 아동은 급식시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먹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Kim & 
Ryu 2002). 초등생의 경우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교육 실시 후 나물과 배추김치의 잔반률이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다(Kim 등 2007).
초등학교 급식에서 잔반 문제를 메뉴별로 혹은 

이유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 급식에서 가장 많

이 남기는 음식이 Baek(2010)의 연구에서는 국이 

43.3%, 채소가 19.0%, 생선이 17.6%, 김치가 10.5%, 
밥이 6.1%, 고기가 3.6%순으로 나타났고 Kim 등

(2007)에서는 김치 포함 나물이 42.4%, 국찌개가 

27.1%로 비슷하게 나타나, 국 제공 빈도와 양을 감

소시키고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겠

다. 무엇보다도 잔반없는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

려면 학생들의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메뉴 선택과 

적절한 레시피 작성이 요구된다. Oh 등(2006)의 연

구에서 학교급식을 남기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국

은 ‘맛이 없어서’가 34.8%, ‘싫어하는 음식이어서’가 

27.5%, ‘양이 너무 많아서’가 22.2%, ‘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가 5.3%, ‘자주 나오는 음식이어서’가 

3.9%였다. 채소류 및 생선류의 경우 남기는 이유가 

‘맛이 없어서’가 40.2%, ‘싫어하는 음식이어서’가 

27.5%로 나타나 학생들의 기호도가 낮은 식품이 급

식에서 남겨지고 있었다. Jang(2012)의 연구 결과 평

일과 잔반없는날의 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일에 3.6± 
0.95점, 잔반없는날에 3.71±0.86점이었고, 메뉴 만족

도는 평일 3.69±1.02점, 잔반없는날 3.99±0.76점으로 

잔반없는날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잔반 감소는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와 관련됨을 

제시한다. 더불어 급식만족도에 따른 잔반량 변화는 

아침결식이 잦은 고등학생에서 더 컸다는 연구도 

있다(Cha & Kim 2007).
본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별 잔반량을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잔반없는날의 잔반량을 정확히 분석하

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일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한정된 영양사로 구성된 임의 표본을 이용하였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연구는 잔반없는날 운영에 대한 영양사의 인

식을 조사한 첫 연구로서, 미실시교가 전체 조사학

교의 17.2%에 이르고 실시하는 학교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은 주로 학생과 교사 뿐 아니라 학교 운영측

의 인식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임을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요약 및 결론

학교 급식에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서울 및 경기 지역 영양사 

203명을 대상으로 잔반없는날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학교 203개교 중 35개교(17.2%)가 잔반없는

날을 실시하지 않았고, 주 1회 실시가 132명
(6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1회 및 주 2회 이

상 실시하는 학교는 각각 14명(6.9%)과 22명(10.8%) 
이었다. 잔반없는날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잔반 

변화, 홍보 방법, 보상 방법,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항, 부작용,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실시 빈도에 따른 군별로 

다르지 않았다. 
2. 잔반없는날 실시교의 영양사 중에 87.5%는 잔반

없는날 실시에 따라 잔반량이 감소했다고 답하였

고, 실제 측정한 학생 1인당 잔반량은 잔반없는

날에 49.1 g으로 평소의 79.2 g에 비해 평균 30.1 
g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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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반없는날의 홍보 방법은 52.4%의 영양사가 ‘식
단에 표기’로 답하였고 ‘식당에 게시’와 ‘학교홈

페이지에 게시’가 뒤를 이었다. 보상 방법으로는 

‘간식 선물 제공’이 67.3%로 가장 높았고, ‘칭찬 

스티커 제공’, ‘상장 수여’, ‘수행평가에 반영’이 

뒤를 이었으며 ‘보상 없음’도 7.7%이었다. 잔반없

는날 실시에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36.9%가 

‘담임교사’로 답했고 영양사, 학생, 조리사 및 조

리실무사, 학부모가 뒤를 이었다. 잔반없는날 실

시가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항은 36.9%가 

‘편식교정’이라고 하였으며 ‘음식의 소중함을 아

는 데 도움이 된다’, ‘식사 예절 형성에 도움이 

된다’가 뒤를 이었으나 32.7%가 ‘도움이 안 된다’
고 답하였다. 

4. 잔반없는날 실시의 부작용으로는 ‘(식탁 위나 식

당 바닥에) 음식 버리기’가 45.2%이었고 ‘음식 안 

받기’, ‘메뉴 구성이 단순해지는 것’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10.1%는 ‘부작용이 없다’
로 답하였다.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필요성에 대

한 인식 부족’이 39.3%로 가장 높았으나 ‘인력부

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답한 영양사도 

많았고 ‘학생 및 교사의 반발’이라고 답한 조사대

상자도 있었다.
5. 잔반없는날 미실시교의 경우 영양사의 연령대, 

경력, 학교 형태, 지역, 1일 급식횟수, 급식인원수, 
배식방법에 따라 유의적 차이 없이 미실시 이유

로 가장 많은 것은 ‘필요성을 못 느낌’과 ‘예산 

미확보’가 각각 31.4%였고, ‘교사의 반대’가 

2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실시 계획에 

대해 31.4%가 ‘해보고 싶다’로 의지를 보인 반면, 
60.0%는 ‘여건이 된다면 고려해 보겠다’로 답하

여 여건 마련에 대한 정부 및 사회적 지원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잔반없는날 실시교의 

운영상 어려운 점이나 미실시교의 미실시 이유는 

잔반량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 영양사 뿐 아니라 학

교장, 학부모 및 학생의 인식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

성을 제기하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잔반없는

날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음식 버리기, 배식 안 받기 

및 메뉴 단순화의 문제는 홍보 및 보상 등의 운영 

방법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므로 운영의 성공 사례

를 발굴하여 전국의 각급 학교에 공표하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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