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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andardize ingredients used by school foodservice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notation of ingredients in used by used in school foodservices through the NEIS system employed 

by school foodservices of elementary schools through high school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systemized standardization of ingredient classification and quality attributes of at school foodservices 

by applying a case study analysis. The findings from the case analysis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operator are as follows. Classifications for ingredients of the NEIS system used by school food services con-

sisted of included food group, food name, detailed food name, and description. Classification was not clearly 

divided between the classification scheme and the attribute system. Therefore, food group, food name, and 

product information of each food should be categorized as the classification scheme, whereas the detailed food 

name (excluding product information) and description should be standardized as the attribute system, which is 

composed of required attributes, recommended attributes, and other attributes. This study suggests that system 

standardiz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field of school foodservices, as advancements between distributors 

and school food service providers could affect food ingredient quality. Thus, standardization can influence pur-

chase and distribution in many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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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학교급식 정책은 초기의 확대시기 이후 

운영 내실화로 전환되었고, 급식 운영의 내실화는 

크게 ‘식재료 구매와 영양관리 철저 등 급식 운영 

관리의 내실화’와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라는 교육부의 기본 방침으로 추진되어 

왔다(Department of Education Primary 2014). 우수한 

식재료가 구매단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조리과

정에서 품질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식재료의 품질이 급식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

다(Martin & Conklin 1999).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의 구매를 위해서는 식재료의 품질에 대한 규격화

가 선행되어야 한다(Kim & Lee 2011). 하지만 현재 

학교급식의 현실은 공급업체와 수요처인 학교에서 

서로 다른 품질규격을 사용하고 있다(Hwang & 

Gouk 2011). 예를 들면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나이스 

급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식재료를 등록 및 관리하

고 있는데, 영양(교)사가 개인별로 표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인 학

교 영양(교)사의 주관적인 표기방법에 따라 식재료

의 분류와 규격이 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식재료

의 가격 및 품질기준에 대해 공급업체와 마찰이 빈

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품질규격서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Hwang & Gouk 2011).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나이스 급식시스템이라는 

전산환경을 활용하고 있으며 식재료의 분류 및 규

격은 별도의 표준화된 코드로 관리하지 않고 자유

로운 텍스트로 표기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지 않는 단순 저장성 데이터로만 사용하고 

있다. 식재료의 가격과 원산지 및 각종 품질을 결정

할 수 있는 규격을 표준화된 코드로 관리한다면 식

재료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이고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이력관리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식재료의 품질관리는 사

전 규격제시와 검수에 따른 영양(교)사 개인의 역량

에 따라 좌우되는 비중이 높아 학교급식 질적 품질

관리의 저해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재료의 

정보가 학교급식의 품질과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전산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재료의 표준화가 반드시 이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

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A’사의 학교급식 식재료 표준화 사

례연구를 기반으로 학교급식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기간 및 대상

연구방법은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015

년도 1년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A’사의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학교급식 구매 계

약을 처리하는 5,123개교의 식단에 포함된 식재료 

정보 중 ‘현품설명서’에 있는 18개 식품군, 4,745개 

식품코드 정보, 1,200만 개 식품상세설명 정보를 대

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빈도분석, 

문헌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학교급식 식재료 현황은 나이스 급식시스템을 통

해 작성된 ‘현품설명서’ 자료를 추출하여 식재료 분

류 및 품질과 관련된 단어들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

을 적용하여 중복 및 오류 등을 제거하고, 품목별 

분류체계에 따른 품질 속성값의 중요도를 분석하였

다. 나이스 급식시스템 적용을 고려한 시스템 구조 

분석과 실무자 면접을 통한 관리체계 분석도 실시

했다. 분류체계는 현재의 식품군 분류체계와 식품명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현행 나이스 급식시스템 상의 

식재료 분류체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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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 등 정부의 타 기관이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비교하고, 민간 급식업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분

류체계도 조사하였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

합식품안전정보망과 나이스 급식시스템의 분류체계

를 비교 분석하고, 각 기관별 전문가 및 학교 현장 

사용자들의 의견과 정부 정책방향,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현장에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속성체계는 상세식품명의 식품설명, 단

위, 규격 등의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학교급식 전자

조달시스템 상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정보인 ‘현품설명서’ 정보를 엑셀 데이터 정보로 수

집하고, 속성체계 분석과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대용량 자료(database)로부

터 의미 있는 추세와 패턴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

닝 방법(Hearst 1999; Goo & Kim 2014)의 하나로, 

텍스트 기반 자료로부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

로운 정보를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기법이다(Goo & 

Kim 2014; Hotho 등 2017).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

계는 데이터 수집을 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키워드를 도출하는 단계이며, 

3단계는 도출된 키워드에 대해 정제하는 단계를 거

치고, 4단계는 중요도에 따른 분석 단어를 결정하고, 

5단계는 출현빈도를 분석하고, 6단계에 속성별 분류

를 확정하였다. 2단계, 3단계를 통해 데이터 전처리

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5단계, 6단계에서 분석

하여 주요한 값을 산출하였다. 데이터의 전처리과정

은 식품설명의 내용을 쉼표(,)로 분리하여 속성을 나

타내는 단어 또는 문장의 형태로 분리하였다. 일반

적인 빅데이터 분석에서 형태소를 구분할 경우 전

달하고자 하는 속성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검

토되었고, 형태소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에 출현빈도가 충분히 도출되도록 쉼표(,)로 속

성값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코드체계는 나이스 급

식시스템 분류코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가공품의 표준정보를 위해 제조사, 

원료, 성분 등을 상세식품명에서 분석하였고, 나이

스 급식시스템의 식재료 데이터베이스 및 업무시스

템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업무시스템을 분

석하였다.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표준화사업의 

‘분류체계원칙’과 ‘속성(선택형 속성, A그룹)’에 대한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해 교육부 학교급식담당, 식품

의약품안전처 식재료 표준화 담당, 농수산식품유통

공사 식재료 표준화 담담,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 

현직 영양교사 및 식재료 표준화 전문가 등 총 26명

의 전문가협의회의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전문위원 26명에게 전화 및 메일로 

설문조사를 안내하였고,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에 참

여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위원이 추천한 전문가를 

설문조사에 참여시켰다. 수요자인 학교사용자의 자

료 외에 공급업체의 자료도 동일 방법으로 추출하

여 분석하였으며, 정부 정책 자료 및 관련 법규, 규

정 등의 문헌조사 방법도 병행하였다.

결 과

1. 분류체계 표준안

나이스 급식시스템과 농산물 표준코드 분류체계

는 3단계의 분류체계를 학문 분류기준으로 사용한

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

안전정보망의 분류체계는 식품의 용도별로 2단계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별 담당업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간 급식업체의 

경우에는 식품의 유형인 농ㆍ수ㆍ축ㆍ가공품으로 나

누고 있어 공급과 수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분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전체 품목에 대한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

리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 분류기준과 대상이 광

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민간 급식업체의 경

우에는 단체급식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식재료에 대

해서만 분류하여 분류기준과 대상의 폭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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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agricultural products classification system by organizations.

System name by 

organization
Classification system Classification criteria Characteristics

NEIS 

classification

Large category (18)

Medium category (1,150)

Small category (4,750)

Grain/Potato/Saccharide/Pulse/Nut/Vegetable/

Mushroom/Fruit/Meat/Egg/Fish & Shellfishes/

Seaweed/Milk/Fat & Oils/Beverages/Alcoholic 

Liquors/Seasoning/Processed foods/Etc

1
st
 classification – original 

classification system

2
nd

 classification – food name

3
rd

 classification – detailed food name

Standard code 

for agricultural 

products

Large category (168)

Medium category (3,274)

Small category (22,201)

Grain/Barley/Pulse/Minor cereals/Root 

vegetables/Fruits/Fruits and Nuts/Leaf and 

Stem vegetables/Seasoning vegetables/Western 

vegetables/Mountain vegetables/Special 

crops/Mushroom/Ginseng/Medicinal crops/Etc

1
st
 classification – academic 

classification

2
nd

 classification – food name  

classification

3
rd

 classification – detailed food name 

classification

KAN code Large category (2)

Medium category (24)

Small category (78)

Smallist category (327)

Processed foods/Fresh produce 1
st
 classification – purpose of 

consumption  

2
nd

 classification – characteristics

3
rd

 classification – function

4
th
 classification – food name

National food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Large category (6)

Total: 28,337

Food source/Food additives/Healthy food 

sources/Container packaging/Processed 

foods/Composite materials

1
st
 classification – purpose of products 

2
nd

 classification – characteristics

3
rd

 classification – food name

4
th
 classification – processing method

Private corporation

   ‘A’ Large category (13)

Medium category (151)

Small category (371)

Healthy foods/Processed agricultural 

produce/Agricultural produce/Side 

dishes/Processed marine foods/Marine 

fishes/Frozen goods/Beverages/Alcoholic 

liquors/Seasoning/Instant foods/Processed 

animal products/Meat/Nutritive foods

1
st
 classification – type

2
nd

 classification – characteristics

3
rd

 classification – purpose

4
th
 classification – food name

   ‘B’ Large category (4)

Medium category (55)

Small category (261)

Smallist category (488)

Processed foods/Agricultural/Seafood/Meat 1
st
 classification – type

2
nd

 classification – characteristics

3
rd

 classification – food name

4
th
 classification – detailed food name

   ‘C’ Large category (5)

Medium category (25)

Processed foods/Agricultural/Seafood, Dry 

fish/Meat/Stored food

1
st
 classification – type

2
nd

 classification – characteristics

3
rd

 classification – food name

School 

foodservice  

support center

Large category (5)

Medium category (572)

Small category (995)

Grain/Agricultural/Seafood/Meat/Processed 

foods

1
st
 classification – type

2
nd

 classification – characteristics

3
rd

 classification – food name

4
th
 classification – detailed food name

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교급식 현장에서 사

용하고 있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의 분류 

방법과 가장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는 곳은 민간 급

식업체 중 ‘B’사이며, 특히 가공품을 공산품이란 용

어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특이점이다. 

연구결과 나이스 급식시스템 분류체계는 18단계

의 대분류와 1,150개의 식품명, 4,750개의 상세식품

명으로 이루어진 3단계 분류체계이며, 대분류인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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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organization of NEIS system.

Large 

category

/1 depth

Medium category

/2d depth

Small 

category

/3 depth

System of

attribute 

management

Agricultural 

products

01 Grain Items, 

varieties

Origin,

Processing 

method, 

Distribution 

criteria,

Detailed 

criteria of 

processing

02 Bean

03 Soybean

04 Nuts

05 Root vegetables

06 Vegetables

07 Leafy vegetables

08 Western vegetables

09 Herbs

10 Fruits

11 Mushrooms

12 Special crops

13 Medicinal crops

99 Etc

Seafood 

products

01 Fishes Items, 

varieties
02 Shellfishes

03 Seaweeds

04 Crustaceans

05 Mollusks

06 Spawns

99 Etc

Livestock 

products

01 Hanwoo Part

02 Beef cattle

03 Beef

04 Imported Beef

05 Pork

06 Chicken

07 Duck

08 Poultry

99 Etc

Table 2. Continued.

Large 

category

/1 depth

Medium category

/2d depth

Small 

category

/3 depth

System of

attribute 

management

Processed 

foods

01 Condiments Items/

varieties
02 Dairy products

03 Canned food/bottle

04 Salted/fermented foods

05 Powder

06 Health foods

07 Desserts

08 Beverages/teas/

alcoholic liquors

09 Bread

10 Rice cake

11 Dumplings

12 Croquettes

13 Steak

14 Noodle

15 Side dishes

16 Fried food

17 Meatball

18 Cereal

19 Burger

20 Salad

21 Sanjeok

22 Soup/Porridge

23 Instant rice

24 Soup/Stew

25 Sweet and sour pork

26 Meatball

27 Nugget

28 Pork cutlet

29 Pan-fried delicacies 

30 Seasoned meat

31 Korean style meatball

32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33 Processed marine 

products

34 Processed livestock 

products

99 Other processed 

products

류, 두류,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의 식품명에는 품

목, 품종, 가공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류, 견과

종실류, 날류, 해조류, 우유류, 유지류, 음료ㆍ주류, 

조미료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자전분류

는 품목과 품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류와 어패류

는 품목, 품종, 부위, 원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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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quired attribute systems and attribute values.

Number Attribute system Attribute value

1 Quality class Premium, high-quality, medium-quality, first-grade, second-grade, third-grade

2 Standard unit mm, cm, g, kg, L

3 Order unit g, kg, BOX, L, EA, bottle

4 Origin Domestic, Imported

5 Eco-friendly certification Pesticide-free, low pesticides, eco-friendly, organic, non-antibiotic, normal, organic processed 

food, organic cultivated

6 Detailed standard 10.5 g, 100 g, 1,880 g, 0.2 kg, 4 kg, 100 ml, 1,000 ml, 0.5 L, 1 L, 2 cm, 2×3 cm 

리가공류는 품목과 유통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상세식품명은 품목, 품종, 가공방법, 원산지, 유

통기준, 가공세부기준 등의 속성정보를 부분적으로 포

함하고 있다. 나이스 급식시스템의 분류체계는 3단

계로 구성하고 있으나 분류 단계별 기준이 혼재되

어 있다. 특히 상세속성정보는 영양(교)사가 자유롭

게 기입할 수 있는 식품설명란에 제시하고 있어 분

류는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분류체

계는 분류단계의 별도 명칭 없이 총 6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1단계는 식물성, 동물성,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구ㆍ용기포장, 식품접객업

소, 위생용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2단계는 곡류, 서

류, 콩류,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향신

료, 차, 호프, 조류, 기타 식물, 축산물, 수산물, 기타 

동물, 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단계는 품목과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4단계는 일

반ㆍ건조ㆍ냉동, 품목, 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5단계

는 일반ㆍ건조ㆍ냉동, 품목, 부위, 활ㆍ냉장ㆍ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단계는 활ㆍ냉장ㆍ염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학문적 분류체계를 따르면서 유

통보다 제조단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은 각 기관별 농산물 분류체계를 비교하였다. 

나이스 급식시스템 분류체계 개편 방향은 학교급

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 2 학교급식 식

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명시된 대분류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통합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조

정하였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을 정립하여 분류하였으나 나이스 급식시스템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3단계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실

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대분

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으로, 중분류

는 곡류, 서류, 어류, 한우 등 65개로, 소분류는 품

목 및 품종, 부위 등으로 총 3,260개로 구성하였다. 

Table 2는 나이스 분류체계 개편안을 나타냈다.

2. 속성체계 표준안

데이터 전처리과정을 통해 1,200만 건의 식품설명

에서 3,080만 건의 속성값을 추출하고, 수집된 속성

값은 빈도분석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여 총 274만 

건의 속성값으로 압축하였다. 속성체계는 274만 건

의 속성값을 대표할 수 있는 분류값으로 분석하였

고 농수산 식품 및 학교급식 관련 문헌정보의 274

만 건 속성값은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값을 도출하

였다. 속성체계 분석결과 총 32개의 값이 도출되었

는데, 이 중 품목, 품종 정보는 분류체계로 정의됨

에 따라 속성체계에서는 제외하였고, 영양(교)사 문

의와 기타 요구사항은 빈도, 중요도 및 속성의 유사

성을 검토하여 하나의 속성으로 통합하고 29개의 

속성체계로 정리하였다. 속성체계는 필수 속성체계

와 권장 속성체계, 기타 속성체계로 구성하였다. 농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법,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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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irwise comparison results of  classification system principles (Average value).

Principle of classification system Academic standard Policy standard User convenience Management efficiency

Academic standard 1.000 1.391  1.135  1.298  

Policy standard 0.719 1.000 1.229 1.615 

User convenience 0.881 0.814 1.000 2.233 

Management efficiency 0.771 0.619 0.448 1.000

Table 5. Standard procession of pairwise comparisons of classification system principles.

Principle of classification system Academic standard Policy standard User convenience Management efficiency

Academic standard 0.297 0.364  0.298  0.211  

Policy standard 0.213 0.261 0.322 0.263 

User convenience 0.261 0.213 0.262 0.363 

Management efficiency 0.229 0.162 0.118 0.163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 품질등급, 규격단위, 주문

단위, 원산지, 친환경인증, 상세규격은 6개의 필수 

속성체계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필수 속성체계의 

속성값은 Table 3과 같이 정의하였다. 단 상세규격

의 경우 품목별, 부위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속성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문헌조사 등의 분석결과 총 14개의 권장 속성체계

로 구분하였으며, 등급 세부 기준, 원산지지역, 수입

국코드, 유통기준, 포장방법, 사용용도, 가공방법, 가

공세부기준, 재배방법, 농식품국가인증, 식품첨가물

관리, 식품안전검사, 원재료 성분, 제조사로 분석되

었다. 특히 등급세부기준과 가공세부기준은 품목별 

또는 부위별로 다양하고 상세한 속성값이 존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 표기 여부가 선택적인 사항들은 기타 속

성체계로 브랜드, 맛, 제조년도, 공동구매, 제품표시

사항, 첨부서류, 발주기준, 입고일, 기타 요구사항 

등 총 9개로 구분하였다. 속성체계는 1,200만 개의 

식품설명 데이터를 분석한 후 3,080만 개의 단어 및 

문자를 추출하고, 품질속성과 관련된 274만 개의 키

워드를 빈도분석 및 관련 문헌을 토대로 29개 속성

값을 도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물리적 제약조건이 발생함으로써 분석과정에서의 

누락사항에 대한 검증과 향후 실무 적용의 우선순

위를 고려하여 29개 속성체계에 대한 AHP (Analy-

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진행하였다. AHP분석

(Saaty 1980) ‘A는 B보다 어느 정도 좋다’라는 쌍대

비교의 원칙을 활용하여 인간의 판단을 어떻게 합

리적으로 합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부

여해주는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으로써 두뇌가 단계

적 또는 위계적 분석과정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착

안하여 Thomas L. Saaty 교수가 고안한 계산모델이

며,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이를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게 하는 ‘계층분석과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Lee 2009; Nam 2016).

AHP 분석에서는 표준화의 기본 원칙과 식재료 

속성체계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Table 4는 분류체계 원칙에 대한 전문위원의 쌍대비

교 결과(평균값)를 나타냈으며 Table 5와 같이 평균

값을 표준행렬로 전환한 후 Table 6과 같이 가중치

를 산출한 결과 학문적 기준 29.2%, 이용자 편의 

27.5%, 정책 기준 26.5%, 관리 효율성 16.8%의 순서

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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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sistency analysis of pairwise comparison results of classification system principles.

Principle of classification system Weight Weight times Consistency measurement 

Academic standard 0.292 (29.2%) 1.191 4.073  

Policy standard 0.265 (26.5%) 1.084 4.090 

User convenience 0.275 (27.5%) 1.123 4.083

Management efficiency 0.168 (16.8%) 0.680 4.056

Table 7. Standard words by use purpose.

Rank Standard words

1 Guk (Soup)

2 Tang (Stew)

3 Stock

4 Dasi (Bouquet -garni)

5 Baek suk (braised chicken)

6 Dakdori tang (Spicy braised chicken soup)

7 Boiling

8 Braised

9 Steam

10 Bibim

11 Curry

12 Jajang (black soybean sauce)

13 Sauce

14 Ssam

15 Yang nyeom (Seasoning)

16 Bbok eum (Stir-fry)

17 Ju mul lyeok (Seasoned meat)

18 Cook 

19 Jorim (Braised)

20 Pork rib

21 Pork chop

22 Grill

23 Frying

24 Buchim

25 Banchan (Side dishes)

26 Muchim

27 Namul

28 Siraegi (Dehydrated)

29 Mapa (mapo)

30 Kimchi

31 Jeolim (Marinade)

32 Dajim (minced)

Table 7. Continued.

Rank Standard words

33 Rice 

34 Kimbab

35 Juk (Porridge)

36 Dumpling

37 Noodle

38 Udon

39 Spaghetti

40 Desserts

41 Pizza

42 Baking

43 Salad

44 Patbingsu (Azuki bean ice-dessert)

45 Juice

46 Teas

47 Fruit

48 Snacks

49 Rice Cake

50 Saeng Sik (Eating raw)

51 Oil

52 Add flavour

53 Garnish

54 Meal service

55 Family meal

속성값을 표준화하기 위해 전체 속성값(274만 개)

과 속성체계(29개)값의 매칭이 완료되었으므로 전체 

속성값을 속성체계별로 속성값을 분류하였으며, 속

성체계별 속성값 목록정보를 활용하여 각각의 속성

값에 속성코드를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는 유

사어, 동의어, 오탈자 등을 고려하여 표준 속성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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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진행하였다. 표준화 결

과의 ‘사용용도’라는 속성체계는 Table 7과 같이 총 

55개의 속성값으로 표준화의 결과를 나타냈다. 기존

의 다양한 텍스트 형태로 표기되었던 식재료의 속

성 중 ‘사용용도’에 해당되는 표기형태를 분석하여 

표준화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29개의 속성체계별

로 속성값을 단계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하여 최종적

인 식재료 표준 속성값을 정의하였다.

고 찰

우리나라 학교급식 정책은 1950년대의 구호급식

을 시작으로 학교급식 전면 실시라는 확대 정책 시

기를 거쳐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 내실화로 전환되

어 왔다. 운영의 내실화는 우수한 식재료의 구매에

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우수한 식재료의 구매

를 위해서는 식재료의 품질에 대한 규격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특히 2006년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학교장이 급식실을 직접 운영하고 식재료도 구매해

야 하는 직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학교급식에서 식

재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우수

한 고품질의 식재료가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수한 식재료의 구매

와 공급업체의 선정 기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재료의 가격과 원산지 및 각종 품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규격을 표준화된 전산코드로 관리한다면 

식재료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이고, 식

품안전과 관련된 이력관리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식재료의 품질은 표준화

되지 않고 있어 학교급식 품질관리의 저해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재료의 정보가 학교급식의 품

질과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전산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식재료의 표준화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학교급식에서 식재료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품질 높은 식재료를 구매하고 관리하

기 위한 전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식재료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사용하는 나이스 급식시스템 

상 식재료의 속성체계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사의 표준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이스 급식시스템 상의 식재료 속성체계는 식품

코드, 식품, 상세식품명, 식품설명으로 구성되어 있

고, 특히 식품설명에는 자유롭게 기입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주관적 방법으로 식품설명란에 분류체계

와 속성값을 혼용하여 표기하고 특정제조사의 상표

나 규격정보도 단위와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기입하

여 공급업체의 납품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였다. 또

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표기 

기준이 식재료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

하고 나이스 급식시스템에는 표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가격 및 사용량 등의 통계도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텍스트 기반의 식품정보 관리에 있어 

식품의 다양한 정보를 획일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표준코드 등

으로 식재료의 정보를 표준화하여 관리되어야 학교

급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군, 식품명, 상세식품명, 식품설명으로 구성된 

나이스 급식시스템을 분류체계와 속성체계로 명확

히 구분하기 위해 식품군, 식품명, 상세식품명의 품

종정보는 분류체계로 구성하고, 상세식품명(품종정

보 제외), 식품설명은 식재료 속성체계로 표준화하

여야 한다. 나이스 급식시스템의 분류체계는 대분류

와 식품명, 상세식품명의 3단계로 되어 있으나 분류 

단계별 기준이 단계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재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등록의 필요에 의한 

열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영양(교)사들은 

현장에서 별도의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나이스 급식시스템의 분류체계는 현장에서 사용하

고 있는 분류방법을 고려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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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준을 참고하여 대분류를 농산물, 수산물, 축산

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중분류 65개와 

소분류 3,260개로 구분하여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편

의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식재료의 품질을 표시하

는 속성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학교급식 현장

에서 사용하는 현품설명서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

닝 방식으로 중복, 오류 단어를 제거하고 다빈도 키

워드를 선정하여 정부 정책 자료 및 문헌조사를 병

행하여 품질속성체계에 대한 분류기준을 필수 속성

체계, 권장 속성체계, 기타 속성체계로 마련하였다. 

관련 법규에 의해 필수적으로 표기하여야 할 필수 

속성체계에는 품질등급, 규격단위, 주문단위, 원산지, 

친환경인증, 상세규격으로 구분하였으며, 식재료의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 선택속성은 전문가 의견 수

렴 및 문헌조사 등의 분석결과 총 14개의 권장 속

성체계로 등급세부기준, 원산지지역, 수입국코드, 유

통기준, 포장방법, 사용용도, 가공방법, 가공세부기

준, 재배방법, 농식품국가인증, 식품첨가물관리, 식품

안전검사, 원재료성분, 제조사로 분석되었다. 표기 

여부가 선택적인 사항들은 기타 속성체계로 브랜드, 

맛, 제조년도, 공동구매, 제품표시사항, 첨부서류, 발

주기준, 입고일, 기타 요구사항의 9개로 구분하였으

며, 현품설명서에 가공식품의 제조사ㆍ브랜드 정보 

기재하는 경우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계약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제약이 있어 표기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표준화 방안에 대

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사의 표준화 사례

연구로써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학교급식 조달

시스템(eaT)을 사용하여 학교급식 구매 계약을 처리

하는 5,123개교의 식단에 포함되어 있는 식재료 정

보 중 ‘현품설명서’에 있는 18개 식품군, 4,745개 식

품코드 정보, 1,200만 개 식품상세설명 정보를 대상

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학교급식 식

재료 표준화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학교급식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는 식

재료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IT시대라고 한다.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종이에 식단을 작성하던 시대가 아닌 나이스 급

식시스템이라는 전산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나이스 급식시스템은 2003년에 구

축되어지고 2010년 한 번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식재료의 표기 및 규격에 대한 표준화를 반영하

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변화하는 식재료의 정보

를 담기에는 시스템의 한계가 있어 사용자들이 

식품설명에 각자의 표기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서 고착화된 것이 식재료 표준화의 걸림돌이 되

어 버린 것이다.

2.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식재료 표준화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의 사용자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수요자 측면의 영양(교)사

와 공급자 측면의 공급업체가 있을 수 있다. 그

런데 전국 각 학교의 영양(교)사와 공급업체가 일

치된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

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사전에 사용자 간

에 약속된 품질에 대한 일치된 값이 존재한다면 

식재료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표준화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는 구매와 

물류 효율 등 다양한 분야에 효율적인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학교급식 식재료의 표준화는 사용자의 의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 또는 식재료에 

대한 각종 규격과 품질기준 및 분류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의 기관 목적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다. 따라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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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학교급식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의 

정보를 활용하여 표준화를 적용한 학교급식 조달

시스템 운영사의 사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분류 및 품질속성

체계 표준화에 대한 사례연구로써 학교급식 현장에

서 사용하는 나이스 급식시스템의 전산기술적인 설

계부분, 즉 전산코드 구축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

가 있으며, 향후 전산 분야의 각종 관리코드 구축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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