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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stainable practices of school foodservices are gaining more attentions.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die-
titians’ performance levels of sustainable practices in school foodservice settings in Gyeonggi Provinces. Using 
a survey method was used,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358 participants (response rate 59.7%) to be ana-
lyz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evaluation tool for sustainable practices of school foodservices consisted 
of four sections and 34 criteria with 100 points. Employment status of the respondents was as follows: nu-
trition teachers 40.9%, dietitians (permanent) 45.1%, and temporary position dietitians 13.2%. Dietitians’ per-
formance for sustainable practices marked 65.67 points out of 100 (performance rate 66%) and were in the 
following order by section: sustainable foodservice management criteria (69%), support activities (69%), plan-
ning and evaluation (68%), and outcome management (52%). Regarding sub-sections, criteria that acquired 
higher performance rates were labelling of food origin (99%), use of seasonal vegetables and fruits (98%), 
food waste management by contract dealer (98%), and planning for reducing of food waste and solid waste 
(91%). Meanwhile, criteria that showed the lowest scores were installing water conservation devices on equip-
ment (19%), operating food donation programs for communities (21%), use of sensor lights for electricity 
conservation (24%), planning for annual energy conservation (40%),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rograms 
for foodservice workers on sustainable activities (42%). Performance scores differed according to school levels 
and working experience of dietitians, indicating that dietitians at elementary school foodservices or with work 
experience of 15 to 20 years showed higher performance than those at high schools or with less than 5 years 
of work experience (P＜0.001, P＜0.05). Based on the results, action plans for improvement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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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수질오염, 지구온난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체급식소에서도 미래를 대비하

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실천이 요구된다(Chang 등 2016; 
Ju & Chang 2016). 단체급식은 대규모의 급식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소

비가 많고, 다량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소비하

는 장소이다. 이런 관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농
수축산물의 친환경적 생산 및 채취와 합리적인 소

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급식관리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경영(sustainable management)은 지속가

능성(sustainability)을 지향하는 경영방식으로 지속가

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합성어이다(Kim 
2012; Kwak 등 2014; Kim & Yoon 2015). 세계환경

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에게 필

요한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World Commi-
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Gregoire 
2010). 지속가능한 경영은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축을 고려한 경영 철학이다. 기존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린 혹은 친환경 급식보다 큰 개념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영이란 경제, 사회, 환경 관점에

서 궁극적으로 서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

의 경영을 의미한다. 푸드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경영은 경제 관점에서 효율성을 확보하

면서 제품 개발, 제품 생산,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자와의 균형을 이

루는 것이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7). 사회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경

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

하는 것(예: 고객의 건강을 고려한 급식)이다. 환경 

관점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을 실시하는 것이다. 전기, 물, 천연에너지의 효율

적인 사용이나 친환경농법을 통한 환경 보호 활동을 

포함한다(Ryu 등 2017).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지속가능한 급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친환경레스토랑협회(Green Restaurant 
Association 2017)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지표를 친

환경 농산물 구매, 물 절약 및 에너지 절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에

너지 효율성, 물 효율성,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재
활용 및 생분해 일회용품 사용, 화학물질 및 오염 

감소, 지속가능한 식품류 및 가구ㆍ건축재료 사용 

등으로 세분하여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그린실(Green Seal)은 환경적 요구 조건, 지원, 폐기

물 및 물 관리, 훈련과 의사소통 요건, 지속적인 개

선, 인증과 라벨링 요구사항으로 분류하여 평가 지

표를 제시하였다(Green Seal 2017). 
국내의 외식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실천지표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Yoo 2014; Yoo 2015; Chang 등 2016). 최근에

는 레스토랑의 지속가능한 경영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의견조사

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친환경 정

책 수립 및 평가, 친환경 급식관리 활동, 친환경 레

스토랑을 위한 지원활동, 친환경 레스토랑의 성과 

등 4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58개 평가 지표와 배점

체계를 제시하였다(Chang 2015). 레스토랑과 같은 

상업성 급식소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상업성 

급식소의 경계 영역이 허물어지고 서로 장점을 벤

치마킹하여 운영 활동에 반영하려는 활동이 적극 

전개(Gregoire 2010)되는 현 시점에서 학교급식을 대

상으로 이들 지표를 적용하여 학교급식소의 급식관

리활동 수준을 평가하는 시도들은 큰 의미가 있다

(Ju & Chang 2016; Chung 2017, Kim 2017; Yi 2017).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2017년 2월 28일 기준으로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1,747개교 100%가 참

여하고, 1일 539만 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실시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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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7a) 보고서에 따

르면, 학교급식의 기본 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급

식임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은 친환경 급식학교를 선정하여 친환경 식재료 및 

전통식품인증 식재료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도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이 식자재 구매와 

관련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다. Baldwin 등(2011)은 

식음서비스 라이프사이클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통해서 급식 생산의 전 과정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자재 구입, 
식자재 및 음식 저장, 음식 준비 및 조리, 음식 서

비스와 운영지원의 4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각 단계

별의 환경영향을 평가하였다. 식자재 구입이 환경적 

영향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였지만, 에너지 사용, 
폐수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일회용품 사용과 같은 

활동도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학교

급식에서 일어나는 식자재 구입부터 음식물 폐기처

리의 전 과정은 농업 생산, 목축, 수산물 채취부터 

쓰레기 매립까지 모든 과정이 서로 관련이 있으므

로 학교급식에서 지속가능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양사들의 지속가

능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Chung 
2017). 영양사들은 학교급식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급식활동에 적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실

천 가능성에 신념을 가져야 한다(Jang 2016). 또한 

정책적으로는 학교급식에도 지속가능경영을 효과적

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적용하여 현재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급

식활동의 전개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미

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계획 및 평가, 급식관리 

활동 기준, 지원활동, 학교급식 성과 4측면으로 분

류하여 이들의 활동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자는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
사로 2017년 5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자기기입 방

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학교급식소 

2,361개소 영양(교)사 2,207명 중 27.2%에 해당되는 

표본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에 의해 연구대상자 600
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를 완성

한 358부(회수율 59.7%)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지속가능한 학교급식활동 평가도구

본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급식 분

야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선행연구(Kim & Yoon 2015; 
Chang 등 2016; Ju & Chang 2016)를 참고하여 본 연

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특히 

국내 레스토랑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급식

활동에 관한 연구(Chang 2015)에서 전문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 평가도구를 제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학교급식에 맞도록 항목을 추출한 후 영양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아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동 평가 지표 34항목과 점수 체계를 확

정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사항,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동을 

질문하는 영역으로 구성되며, 학교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12문항,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동 34문항, 
총 4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도구의 배점 체계는 선행연구(Chang 등 2016)
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계획과 평가 영역 20점, 
급식관리 활동 영역 50점, 지원활동 영역 14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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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급식활동 성과 16점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예비조사는 2017년 5월 11일 초ㆍ중ㆍ고등학교 비율

을 고려하여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연구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

행하였다(DKUIRB2017-06-004).

1) 학교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학교의 일반사항은 학교 구분, 배식 형태, 근무 

지역, 급식인원, 급식단가(중식)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 사항은 성별, 결혼 여부, 근무 학

교, 나이, 고용형태, 최종학력, 총 근무년수로 구성

하였다. 

2)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기준 및 평가 

체계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평가 문항은 I영
역 계획 및 평가, II영역 급식관리 활동 기준, III영
역 학교급식 지원활동, IV영역 급식활동 성과의 4영
역으로 구성된다. 

I영역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계획 및 평가는 정

책 개발과 지속적 개선 노력에 관한 내부 평가로 

구성하였다. 정책 개발 영역은 지속가능한 식품 구

매활동 계획 수립,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감소 

활동 계획 수립, 연간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의 3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 문항의 배점은 4점, 4점, 2
점으로 총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지속적 개선 

노력에 관한 내부 평가 영역은 지속가능한 식품 구

매 비율 평가 및 개선활동 실시, 전년도 대비 음식

물 쓰레기 및 폐기물 양 감소, 전년도 대비 에너지 

사용량 감소의 3문항으로 구성되며, 각각 문항의 배

점은 4점, 4점, 2점으로 총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II영역의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동의 기준은 지

속가능한 식품 구매와 메뉴관리, 폐기물 감소 및 재

활용, 물 절약, 에너지 절약의 4영역으로 구성하였

다. 첫 번째 영역인 지속가능한 식품 구매와 메뉴관

리는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비율, 

유전자 변형 농산물 구매 여부, 친환경 육류 및 가

금류 구매, 식단 작성 시 식재료 원산지 표시, 계절 

채소와 과일 적극 활용, 점심식단 기준으로 가공식

품 사용 비율, 육류 대신 두류 등 식물성 단백질 및 

생선류 사용의 7문항으로 구성되며, 각각 문항의 배

점은 3점, 2점, 2점, 2점, 2점, 3점, 2점으로 총 16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두 번째 영역인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업자에게 재활

용, 지역 자선단체 및 기관에 음식기부 프로그램 운

영, 사용 후 남은 기름 및 지방찌꺼기 분리 배출, 
폐기물 분리 배출, 일회용품 사용 여부, 음식물 쓰

레기 줄이기 활동 전개의 6문항으로 구성되며, 항목

별 배점은 각 2점씩 총 12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세 번째 영역인 물 절약은 주방 기기에 물 절약 장

치 부착, 누수 여부의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 청소 

시 과량의 물 사용 최소화의 3문항으로 구성되며, 
각각 문항의 배점은 2점, 4점, 4점으로 총 10점 만점

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 에너지 절약 영역은 식당

에 적정 실내온도 수준 관리, 냉ㆍ난방기 사용보다 

자연환기 및 자연난방 활용, 에너지 효율 높은 절전

형 주방기기 구매, 에너지 효율 높은 조명 설치, 작
업 빈도가 낮은 공간에 전자식동작감지기 설치의 5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각 문항의 배점은 4점, 2점, 2
점, 2점, 2점으로 총 12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III영역의 급식부서의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

한 지원활동에서는 친환경 식재료 정보를 학생, 학

부모, 교직원에게 제공, 지속가능한 활동을 적극 참

여하는 학생에게 혜택 부여, 지속가능한 활동 조리

종사원 교육 수행, 친환경 제품 구매의 4문항으로 

구성되며, 각각 문항의 배점은 4점, 2점, 4점, 4점으

로 총 14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IV영역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성과는 학생 대상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만족도조사 실시, 지역사회 대

상 지속가능한 급식지원 활동 실시, 영양(교)사의 지

속가능한 활동 실시 여부 인식정도의 3문항으로 구

성되며, 각각 문항의 배점은 8점, 4점, 4점으로 총 

16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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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files of the participated schools and respondents. 
(N=358)

Classification N (%)

School  
   School level  
      Elementary 201 (56.8)
      Middle  95 (26.8)
      High  58 (16.4)
      Missing data   4
   School operation
      Public 331 (92.5)
      Private  23 ( 6.4)
      Special   4 ( 1.1)
   Region  
      Metropolis 163 (45.8)
      Medium and small city 138 (38.8)
      Rural  55 (15.4)
      Missing data   2 
   Capacity (meals based on lunch)  
      ＜600 111 (31.7)
      600∼1,000 less 140 (40.0)
      ≥1,000  99 (28.3)
      Missing data   8 
Respondents  
   Employment status  
      Dietitian (substitution)  26 ( 7.3)
      Dietitian (permanent) 162 (45.5)
      Nutrition teacher (temporary)  21 ( 5.9)
      Nutrition teacher 147 (41.3)
      Missing data   2 
   Experience (years)  
      ＜5  57 (16.2)
      5∼10 less  85 (24.2)
      10∼15 less  74 (21.1)
      15∼20 less  99 (28.2)
      ≥20  36 (10.3)
      Missing data   7 
   Education  
      College  23 ( 6.5)
      University 133 (37.5)
      Graduate school 199 (56.0)
      Missing data   3 
   Gender  
      Female 357 (99.7)
      Male   1 ( 0.3)

3.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3.0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패키지 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사용하였다. 
2)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계획 및 평가, 급식관리 

활동 기준, 지원활동, 성과 평가, 학교당국의 지

원정도 및 영양사의 인식은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을 사용하였다. 

3) 영양(교)사의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동 수준

을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무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사용하였고, 유의성 검증은 LSD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학교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일반사항의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근무 

학교는 초등학교 201명(56.8%), 중학교 95명(26.8%), 
고등학교 58명(16.4%)의 비율이었고, 근무지역은 대

도시 163명(45.8%), 중소도시 138명(38.8%), 읍면(농
어산촌) 55명(15.4%)으로 대부분 도시에 분포해 있

었다. 점심 급식인원은 600∼1,000명 미만이 140곳
(40.0%)으로 가장 많았고, 600명 미만 111곳(31.7%), 
1,000명 이상 99곳(28.3%)의 분포를 보였다. 영양사

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162명(45.5%)과 영양교사 

147명(41.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외 대체

영양사 26명(7.3%), 기간제 영양교사 21명(5.9%)의 

분포를 보였다. 근무년수는 15∼20년 미만 99명
(28.2%)이 가장 많았으며, 5∼10년 미만 85명(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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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luation scores on sustainable practices of school foodservice management.

Sections Maximum points Mean±SD Performance rate1)

I. Planning & evaluation 

     Environment-friendly policy development 10  7.49±2.34 75%

     Internal evaluation for continuous improvements 10  6.02±2.96 60%

     Sub-total score 20 13.50±4.58 68%

II. Sustainable foodservice management criteria

     Environment-friendly food purchasing and menu management 16 12.86±2.58 80%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12  8.55±1.77 71%

     Water conservation 10  6.43±2.76 64%

     Energy conservation 12  6.76±2.95 56%

     Sub-total score 50 34.57±6.11 69%

III. Support activities 14  9.59±3.42 69%

IV. Outcome management  16  8.37±4.14 52%

Total scores 100 65.67±14.76 66%
1) Performance rate=(acquired score×100)/maximum score

10∼15년 미만 74명(21.1%)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최종학력은 대학원 이상 199명(56.0%)으로 가장 많

았고, 4년제대졸 133명(37.5%), 전문대졸 23명(6.5%)
으로 나타났다.  

 

2. 학교급식소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실천 수준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위한 학교급식 실태조사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토대

로 영역별 점수를 부여하였고, 배점 대비 획득 점수

를 백분율로 산출하여 수행률을 계산하였다. 학교급

식 영양사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평균 수행률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속가

능한 급식관리 활동 기준(69%), 급식부서의 지속가

능한 학교급식 지원활동(69%),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계획 및 평가(68%),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성과(52%) 
순의 수행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인 세

부 영역은 친환경 식품 구매와 메뉴관리(80%)였고, 
친환경적 정책 개발(75%),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71%) 순으로 수행률이 높게 나타나 친환경 식자재

를 구매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

기, 폐기물 분리 배출은 비교적 높은 수행률을 보임

을 알 수 있었다. 수행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영

역은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성과(52%), 에너지 절약

(56%), 지속적 개선 노력에 대한 내부 평가(60%), 물 

절약(64%) 순으로 나타났다. 

3. 평가영역별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수준

1)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계획 및 평가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계획 및 평가는 친환경적 

정책 개발과 지속적 개선 노력에 관한 내부 평가로 

구성하였다(Table 3). 친환경적 정책 개발(75%)에 비

해 지속적 개선 노력에 관한 내부 평가 영역(60%)
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여 전년도 혹은 전월 

대비 친환경 식품 구매 비율, 물과 에너지 사용량 

등을 비교 분석하는 실천 지침이 필요하였다. 친환

경적 정책 개발 중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감소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91%)가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였으며 연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다(40%)가 가장 낮은 수행률을 보였고, 영역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환경 식품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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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lanning & evaluation on sustainable practices of school foodservice.

Criteria Maximum points Mean±SD Performance rate1)

Environment-friendly policy development 

   1. Planning of purchasing environment-friendly foods.2) 4  3.02±1.62 76%

   2. Establish plans for the reduction of food waste and solid waste.3) 4  3.64±0.85 91%

   3. Planning of annual energy conservation.4) 2  0.79±0.87 40%

   Sub-total score 10  7.45±2.38 75%

Internal evaluation for continuous improvements

   1. Evaluate purchase ratios of the environment-friendly foods and perform improvement 
activities.5) 

4  2.16±1.83 54%

   2. Food waste and solid waste consumptions are reduc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6) 4  2.82±1.63 71%

   3. Energy consumption is reduc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7) 2  1.00±0.78 50%

   Sub-total score 10  5.97±2.98 60%

Total scores 20 13.42±4.66 67%
1) Performance rate=(acquired score×100)/maximum score
2,3,5) Rating scale: Yes (4 point), insufficient (2 point), No (0 point)
4) Rating scale: Yes (2 point), insufficient (1 point), No (0 point)
6) Rating scale: Yes (4 point), No (0 point), no idea (0 point)
7) Rating scale: Yes (2 point), No (0 point), no idea (0 point)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는 76%의 수행률을 보였다. 
지속적 개선 노력에 관한 내부 평가에서도 역시 

전년도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양이 감소했

다(71%)는 지표의 수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전년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다는 지표의 

수행률(50%)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친환경 식품의 

구매 비율 평가 및 개선활동을 실시한다는 54%의 

수행률을 보여 친환경 식품의 구매활동 계획 수립

(76%)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2)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동 기준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 활동

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친환경 식품 구매와 메뉴

관리(수행률 80%),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71%), 물 

절약(64%), 에너지 절약(56%) 순으로 활발히 전개되

고 있었다. 세부 활동 지표에서 가장 높은 실천을 

보인 항목은 메뉴에 원산지 표시(99%), 메뉴 계획 

시 계절 채소 및 과일 이용(98%), 위탁처리업자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96%)로 100%에 가까운 수

행률을 보였다. 반면에 가장 저조한 수행을 보인 항

목은 주방기기에 물 절약 장치 부착(19%), 음식기부

프로그램 운영(21%), 작업빈도 낮은 공간에 전자식 

동작감지기 설치(24%),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 설

치(47%), 냉ㆍ난방기 사용보다는 자연환기 및 자연 

난방 활용(49%)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식품 구매와 메뉴관리 영역의 7개 활동지

표는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비율

(60%)과 친환경 육류 및 가금류의 구매(69%)를 제외

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70% 이상의 높은 수행률을 

보였다. 특히 메뉴에 원산지 표시(99%), 메뉴 계획 

시 계절 채소 및 과일 이용(98%)은 100%에 가까운 

수행률을 보였다.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영역에서 수행률은 71%

를 보였다. 이 중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업자에게 재

활용한다(96%)가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였으며, 음

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전개한다(93%)도 잘 수

행되고 있었다. 지역 자선단체에 음식기부 프로그램 

운영(21%)이 가장 낮은 수행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식품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남은 잔식은 

기부하지 않고 학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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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formance scores of dietitiansʼ sustainable foodservice management criteria.
Criteria Maximum points Mean±SD Performance rate1)

Environment-friendly food purchasing and menu management 

   1. Ratio of total food cost for production to cost for environment produce.2) 3  1.81±1.35 60%

   2. Genetically modified produce or product is not allowed to purchase.3) 2  1.60±0.82 80%

   3. Environment-friendly meat and poultry are purchased.4) 2  1.38±0.87 69%

   4. Seasonal vegetables and fruits are broadly used in menu planning.5) 2  1.95±0.26 98%

   5. The origines of food ingredients of are marked on the menu.6) 2  1.97±0.23 99%

   6. Ratio of processed foods to natural foods consumption based on lunch menu.7) 3  2.67±0.58 89%

   7. Use of plant proteins (e.g. beans) and fish instead of meat.8) 2  1.41±0.59 71%

   Sub-total score 16 12.83±2.66 80%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1. Food waste is recycled through a contracted dealer.9) 2  1.91±0.41 96%

   2. Food donation programs is run for charity organizations and non-commercial institutions.10) 2  0.42±0.81 21%

   3. Oils and fat residues are separately discarded after use.11) 2  1.58±0.80 79%

   4. Other wastes are discarded separately (e.g. paper vinyl, plastics, can etc).12) 2  1.54±0.77 77%

   5. Disposable products are not used.13) 2  1.20±0.71 60%

   6. Food waste reduction campaigns are actively conducted.14) 2  1.86±0.51 93%

   Sub-total score 12  8.51±1.84 71%

Water conservation 

   1. Water-conservation devices are attached to kitchen equipments.15) 2  0.38±0.71 19%

   2. Periodically check and maintain whether water or not leak occurs.16) 4  3.23±1.49 81%

   3. Excessive use of water is restrained while cleaning the kitchen.17) 4  2.82±1.54 71%

   Sub-total score 10  6.44±2.77 64%

Energy conservation 

   1. Indoor temperature is appropriately maintained (winter 20oC, summer 26oC).18) 4  2.98±1.57 75%

   2. Use of natural ventilation and heating, rather than air-conditioner or heater.19) 2  0.98±0.93 49%

   3. Purchasing energy-efficient equipment.20) 2  1.38±0.82 69%

   4. Install energy-efficient illumination (e.g. LED linghting).21) 2  0.93±0.87 47%

   5. Install sensor lights in less frequently used workspaces.22) 2  0.48±0.75 24%

   Sub-total score 12  6.75±2.95 56%

Total score 50 34.49±6.35 69%
1) Performance rate=(acquired score×100)/maximum score
2) Rating scale: 25% less (0 point), 25∼50% less (1 point), 51∼75% less (2 point), 75% and more (3 point)
3) Rating scale: never purchase (2 point), partially purchase (0 point), no idea (0 point)
4) Rating scale: both (2 point), one of them (1 point), not both of them (0 point)
5,6,9,10,11) Rating scale: Yes (2 point), No (0 point), insufficient (1 point)
7) Rating scale: 25% less (3 point), 25∼50% less (2 point), 51∼75% less (1 point), 75% and more (0 point)
8) Rating scale: never (0 point), once a week (1 point), 2 a week (2 point), 3 a week (2 point), 4 a week (2 point), 5 a week (2 point)

12) Rating scale: 0∼10% less (0 point), 10∼25% less (0 point), 25∼50% less (1 point), 50∼75% less (1 point), 75∼90% less (2 point), 
90∼100% (2 point)

13) Rating scale: Yes (2 point), partially use (1 point), No (0 point)
14) Rating scale:  Yes (2 point), No (0 point)
15) Rating scale: Yes (2 point), insufficient (1 point), No (0 point)
16,17) Rating scale: Yes (4 point), insufficient (2 point), No (0 point)
18) Rating scale: Yes (4 point), insufficient (2 point), No (0 point)
19-22) Rating scale: Yes (2 point), insufficient (1 point), No (0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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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valuation scores of support activities on sustainable practices of school foodservice organizations.

Criteria Maximum points Mean±SD Performance rate1)

1. Provide information on environment-friendly ingredients for students, parents and staff 
(e.g. web-site, poster, newsletter).2) 

4 3.47±1.35 87%

2. Grant benefits to student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sustainable practices in the lunch 
program.3)  

2 1.57±1.79 79%

3. Operate education programs for foodservice workers on sustainable activities related 
to work (e.g. energy, water, and electricity conservation).4) 

4 1.67±0.52 42%

4. Purchase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e.g. recycled paper, supplier, kitchen detergent).5) 4 2.86±1.62 72%

Total score 14 9.57±3.44 68%
1) Performance rate=(acquired score×100)/maximum score
2) Rating scale: Yes (4 point), No (0 point)
3) Rating scale: Yes (2 point), No (0 point),  insufficient (1 point)
4) Rating scale: once a week (4 point), 2∼3 a week (3 point), once a month (2 point), once a half-year (1 point), one a year (0 point)
5) Rating scale: Yes (4 point), No (0 point), insufficient (2 point)

Table 6. Evaluation scores of outcome management on sustainable practices of school foodservice organizations.

Criteria Maximum points Mean±SD Performance rate1)

1. Conduct satisfaction surveys on sustainable practices of school foodservice 
from students and monitor the result.2) 

8 4.72±2.81 59%

2. Implement sustainable programs for supporting the community (e.g. foodbank).3) 4 1.87±1.44 47%

3. Dietitian perceive perform sustainable practices well in their foodservice.4) 4 2.40±1.18 60%

Total score 16 8.37±4.14 52%
1) Performance rate=(acquired score×100)/maximum score
2) Rating scale: strongly agree (8 point), agree (6 point), neither (4 point), disagree (2 point), strongly disagree (0 point)
3,4) Rating scale: strongly agree (4 point), agree (3 point), neither (2 point), disagree (1 point), strongly disagree (0 point)

다. 사용 후 남은 기름 및 지방찌꺼기 분리 배출

(79%),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의 기타 폐기물 분리 

배출(77%),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60%)의 지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물 절약 영역의 수행률은 64% 수준을 보였다. 누

수 여부의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81%), 청소 시 과

량의 물 사용 최소화(71%)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었으나, 주방기기에 물 절약 장치 부착(19%)을 통

한 물 절약 활동은 매우 낮은 수행률을 보여 이에 

대한 홍보와 설치가 필요하였다. 
에너지 절약 영역의 수행률은 56% 수준으로 낮

은 수행률을 보였다. 식당의 적정 실내온도(겨울 20oC, 
여름 26oC) 관리(75%)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70% 
이하의 수행률을 보였다. 작업 빈도가 낮은 공간에 

전자식동작감지기 설치(24%), LED 등의 에너지 효

율이 높은 조명 설치(47%), 인공적 냉ㆍ난방기 보다

는 자연환기 및 자연 난방 활용(49%), 에너지 효율

이 높은 절전형 주방기기 구매(69%) 활동에 관한 

수행률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였다. 특히 학교급

식에서의 물과 에너지 절약이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을 위한 기본적인 실천 활동임을 인식하고 이를 모

니터링하는 활동이 요구되었다. 

3) 급식부서의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 

활동 

급식부서의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활동 

영역의 평가점수는 14점 만점 중 9.57점으로 68%의 

수행률을 보였다(Table 5).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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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the sustainable practices score by school level. Mean±SD (performance rate) 

Classification Maximum
possible score 

Elementary school 
(N=201)

Middle school
(N=95)

High school
(N=58) F-value

I. Planning & evaluation 

     Environment-friendly policy development 10  8.20±1.81a

(82%)
 7.16±2.44b

(72%)
 5.47±2.62c

(55%)
 38.317***

     Internal evaluation for continuous improvements 10  6.24±3.01a

(62%)
 6.08±2.86a

(61%)
 5.07±0.38b

(51%)
  3.603*

     Sub-total score1) 20 14.45±4.14a

(72%)
13.24±4.52b

(66%)
10.53±5.15c

(53%)
 17.839***

II. Sustainable foodservice management criteria

     Environment-friendly food purchasing and 
menu management 

16 14.08±1.96a

(88%)
12.32±2.06b

(77%)
 9.57±1.90c

(60%)
121.663***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12 8.58±1.68
(72%)

8.56±1.75
(71%)

8.52±2.05
(71%)

  0.031

     Water conservation 10 6.47±2.75
(65%)

6.79±2.49
(68%)

5.78±3.16
(58%)

  2.462

     Energy conservation 12  7.10±2.88a

(59%)
6.53±2.93ab

(54%)
 6.03±3.08b

(50%)
  3.440*

     Sub-total score2) 50 36.18±5.41a

(72%)
34.19±5.86b

 (68%)
29.90±6.32c

(60%)
 27.763***

III. Support activities3) 14 10.24±3.05a

(73%)
 9.59±3.16a

(69%)
 7.38±4.09b

(53%)
 17.184***

IV. Outcome management4) 16  9.22±3.90a

(58%)
 8.23±3.59b

(51%)
 5.41±4.51c

(39%)
 21.178***

Total score 100  70.03±12.25a

(70%)
 65.01±12.99b

(65%)
 53.22±15.87c

(53%)
 37.166***

1) Maximum possible score is 20 points
2) Maximum possible score is 50 points
3) Maximum possible score is 14 points
4) Maximum possible score is 16 points
a-c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alpha=0.05 by LSD post-hoc test
*P＜0.05, **P＜0.01, ***P＜0.001

문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 식재료 정보를 학생, 학부

모, 교직원에게 제공한다는 지표가 가장 높은 수행

률(87%)을 보였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조리종사원 교육은 매우 낮은 수행률(42%)을 보여 

개선 활동이 필요하였다. 조리종사원 교육은 아침 

조회 시 식재료 위생관리, 안전교육 등은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물과 에너지 절약

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다. 

4)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성과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에 관한 성과 영역의 평가 

점수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이 영역은 총 16점 만

점 중 8.37점으로 52%의 수행률을 보였다. 세 지표 

모두 60% 이하의 미흡한 수행률을 보였으며, 특히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지원

(47%)이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행률을 보였다. 또한 

학생 대상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에 대한 만족도조사

(59%),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수행력에 관한 영양(교)
사의 자가 평가 실시(60%) 활동도 낮은 점수를 나

타냈다.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기호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푸드뱅크 등의 지역사회 대상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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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the sustainable practices score by work experiences of dietitians.  Mean±SD (performance rate)

Less than 5 
years (N=57)

5∼10 years 
less (N=85)

10∼15 years 
less (N=74)

15∼20 years 
less (N=99)

20 years and 
more (N=36) F-value

Planning & evaluation (20)

   Environment-friendly policy 
development 

10 6.98±2.42
(70%)

7.61±2.16
 (76%)

7.15±2.78
 (72%)

7.85±2.03
(79%)

7.69±2.34
(77%)

1.782

   Internal evaluation for continuous 
improvements

10 5.16±2.67
 (52%)

5.87±3.06
 (59%)

6.05±3.21
 (61%)

6.53±2.82
(65%)

6.25±2.79
(63%)

2.067

   Sub-total score 20 12.14±4.32
 (61%)

13.48±4.44
 (67%)

13.20±5.19
 (66%)

14.37±4.26
(72%)

13.94±4.52
(70%)

2.350

Sustainable foodservice management criteria (50)

   Environment-friendly food purchasing 
and menu management 

16 12.41±3.15
 (78%)

12.71±2.91
 (79%)

12.77±2.34
 (80%)

13.32±2.04
(83%)

12.89±2.51
(81%)

1.292

   Waste reduction and recycling 12 8.58±1.88
 (72%)

8.24±1.57
 (69%)

8.68±1.87
 (72%)

8.69±1.86
(72%)

8.64±1.53
(72%)

0.942

   Water conservation 10 6.23±2.49
 (62%)

6.52±2.91
 (65%)

6.22±2.55
 (62%)

6.63±3.02
(66%)

6.44±2.63
(64%)

0.330

   Energy conservation 12 6.98±2.74
 (58%)

7.31±2.76
 (61%)

6.11±3.04
 (51%)

6.80±2.99
(57%)

6.31±3.21
(53%)

1.956

   Sub-total score 50 34.21±5.38
 (68%)

34.69±6.31
 (69%)

33.75±6.13
 (68%)

35.44±6.40
(71%)

34.09±5.90
(68%)

0.930

Support activities 14 8.12±3.61a

 (58%)
10.06±3.54b

 (72%)
9.54±3.26b

 (68%)
9.88±3.13b

(71%)
10.14±3.45b

(72%)
3.528**

Outcome management 16 6.98±4.24a

 (44%)
8.14±4.29ab

 (51%)
8.01±3.88a

 (50%)
9.32±3.58b

(58%)
 9.25±4.90b

(58%)
3.635**

Total score 100 61.29±13.58a

 (61%)
66.07±14.43ab

 (66%)
64.47±15.00a

 (64%)
69.12±13.51b

(69%)
67.11±14.75ab

(67%)
2.982*

a,b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alpha=0.05 by LSD post-hoc test
*P＜0.05 **P＜0.01 

한 급식 지원 활동은 식품위생 등의 문제로 매일 

남은 음식은 자가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어 응답률

이 낮았다. 

4. 학교급 및 영양사 특성에 따른 급식소의 지속가능 

급식활동 실천 수준 

학교급과 영양사의 일반사항에 따라서 지속가능

한 급식활동 실천 수준이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교급과 영양사의 근무 경력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급식활동 실천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1) 학교급에 따른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학교급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분류하여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수행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Table 7) 100점 만점 기준으로 초등학교 70.03점, 중
학교 65.01점, 고등학교 53.22점으로 평가되었다(P<0.001).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급식소는 초등학교 급식에

서 전개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벤치마킹

하고, 좀 더 적극적인 전개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계획 및 평가 영역에서 친환경적 정책 개발 영역은 

초등학교(82%), 중학교(72%), 고등학교(55%) 순의 수

행 수준을 보였고, 집단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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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0.001). 지속적 개선 노력에 대한 내부 평가 영

역에서도 초등학교(62%)와 중학교(61%)는 고등학교

(51%)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5). 
한편,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동 기준 영역 중 친환

경 식품 구매와 메뉴관리, 에너지 절약의 영역과 급

식부서의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활동 영

역, 성과 영역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집단 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P<0.001). 

2) 영양(교)사 근무 경력에 따른 지속가능한 급식

활동 

영양(교)사의 근무 경력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8),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수행력(100점 만

점)은 15∼20년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 집단이 유의

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5). 특히 지속가능

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활동과 성과 영역에서 집

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친환경 식재료 정보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적극 참여한 학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제공하

기 위한 지원활동은 5년 미만 근무 경력 영양사들

이 가장 낮은 수행력(58%, 8.12점)을 보였고, 5년 이

상의 근무 경력자들이 수행률 68∼72% 수준의 높은 

수행률을 보였다(P<0.01). Table 8에는 제시하지 않

았지만 세부 지표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조

리종사원 교육이나 재생용지, 친환경 세척제 이용 

등에 있어서도 근무 경력이 적은 영양사는 낮은 점

수를 보여, 영양(교)사 근무 경력에 따른 맞춤식 교

육이 필요하겠다.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성과에서도 15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영양(교)사가 유의적으로 높은 수행률

을 보였다(P<0.01). 미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위

한 실태조사 전체 합계(100점 만점)에서도 15년 이

상의 경력을 가진 영양사 집단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P<0.05). 

고 찰

급식산업에서 미래 지속가능 경영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학교급식에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평가하

는 기준 개발에 관한 요구가 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평가 지표와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실천율

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

동을 평가하는 도구로 34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평

가 체계의 구성 영역은 (1)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계획 및 평가, (2)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동 기준, 
(3) 급식부서의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활

동, (4)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성과 영역으로 이루어

지며 각 영역별 배점은 각각 20점, 50점, 14점, 16점
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레

스토랑의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한 평가 지표를 

제안한 선행연구(Chang 2015)를 참조하여 학교급식

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지표

를 추출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친환경 개념

의 급식을 식재료 구매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

동에 한정한 것에서 탈피하여 메뉴관리, 생산관리, 
시설관리, 서비스관리 활동에서 포함되어야 할 포괄

적이고 통합적인 평가를 실현할 수 있는 지표로 구

성하였다. 한편, 레스토랑의 지속가능한 경영 실천

을 위한 평가 지표를 제안한 연구(Chang 2015)에서

는 전문가 타당성 조사를 거쳐 4영역의 친환경 정

책 수립 및 평가, 친환경 급식관리 활동, 친환경 레

스토랑을 위한 지원활동, 친환경 레스토랑의 성과, 
11영역으로 제안하였고 영역별 배점을 각 20점, 47
점, 18점, 15점으로 부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학교급

식 영양(교)사들이 자가 평가한 지속가능한 급식활

동의 실천 수준은 100점 만점 중 66점 수준이었다. 
실천 수준이 높은 영역은 친환경 식품 구매와 메뉴

관리(80%), 친환경적 정책 개발(75%), 폐기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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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활용(71%) 순이었다. 세부 영역별 수행률은 

‘친환경 식품 구매와 메뉴관리’가 80% 수준이었고, 
‘친환경 정책 개발(75%)’,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행률이 낮

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에너지 절약(56%)’, 지속

적 개선 노력에 대한 내부 평가(60%)’, ‘물 절약

(6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및 물 절약

을 위한 적절한 주방기기를 구비하고, 전년도 사용

량과 꾸준히 비교 기록하며 효율적으로 에너지 및 

물 절약을 지속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식에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5
점 척도로 자가 평가한 연구(Chung 2017; Yi 2017)
와도 유사하다. Yi(2017)의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영

양사들은 구매관리, 폐기물관리 활동을 잘 실천하였

고, Chung (2017)의 연구에서도 메뉴관리, 폐기물관

리 활동의 실천 수준이 높았으며, 학교급식에 친환

경 식재료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Hwang 2010).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이용하고 있는 급식시설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수준을 평가한 연구에서 소비

자들은 급식소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재활용 가능

한 재질의 용품 사용과 같은 재활용 관리 활동이나 

음식물 쓰레기 감소, 폐기물 분리 배출과 같은 폐기

물 감소 활동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Ju & Chang 2016).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는 활동이란 ‘미

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미국 친환경레스토랑협회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4가지 차원의 ‘건축 환경 차원’, ‘물, 생태계, 농업 

차원’, ‘에너지와 환경 차원’, ‘물질과 독성물질 차

원’으로 구분하고 지속가능한 활동 기준을 제안하였

다(Gregoire 2010).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

성’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발전을 의미한

다. 즉 환경의 파괴와 보존을 고려한 경영활동, 사

회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경영활동, 경제

적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거나 균형을 맞춘 경영활

동이다(Kim & Yoon 2015). 따라서,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한 급식활동은 구매관리와 폐기물관리에만 국

한된 것이 아니라 급식을 운영하는 전 과정에 적용

되어야 하므로 메뉴관리, 생산관리, 서비스관리, 시

설관리, 위생관리를 포함하는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직원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소비자의 참

여를 유도하고 서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활동

을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와 급

식소 관리자 관점에서 급식소의 급식활동의 성과를 

학교급식의 비용 효율성 확보와 소비자 만족도 및 

건전한 식습관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

가하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에 관한 영역별 세부 지표를 

평가한 결과에서 ‘계획 및 평가 영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감소 활동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

고 있었으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 및 내부 평

가는 잘 실천되지 않고 있어서 이 활동에 대한 인

식 개선이 요구되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계획서

를 작성하고 계획에 맞게 실천하여 목표 달성 여부

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각 급식소 상황에 맞는 최선의 에너지 절약방

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 및 물 절

약을 위한 적절한 주방기기, 물 절약 장치 등의 시

설 설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였다. 
또한 병원급식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지속가

능한 급식활동은 지방, 기름, 골판지, 종이 등의 재

활용이었고, 미흡한 활동으로는 유기농식품, 지역 

농산물의 사용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동 기준’ 영역에서 친환경 

식품 구매와 메뉴관리의 수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80%). 이는 2017년에 발표된 학교급식 기본 방향 

정책이 지속가능 급식활동 방향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7a). 그러나 이 

영역의 활동 중에서 메뉴에 원산지 표시(99%)나 메

뉴 계획시 계절 채소 및 과일 이용(98%)은 높은 수

행률을 보였으나,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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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비율(60%)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기농 식품 

및 지역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계속

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속가능한 급식학교를 

선정하여 친환경 식재료 및 전통식품인증 식재료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일

부 중학교에 한정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한편,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71%) 영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

업자에게 재활용한다(96%)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활동(93%)의 수행률이 높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이를 재활용하는데는 적극적이나 기름 및 지방찌꺼

기 분리 배출(79%), 종이, 비닐, 플라스틱 등의 분리 

배출(77%)은 수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

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발전에 협력하고 급식 관

련 재능기부 혹은 음식기부 프로그램 운영(21%)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였다.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 물과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다

양한 측면으로 평가된다(Green Restaurant Association 
2017). 또한 경기도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음식물 쓰

레기 감량화를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기호를 고려한 식

단 작성과 발생량을 측정, 기록하고, 학교구성원 모

두가 동참하여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7b). 따라서 학

교급식에서의 물과 에너지 절약은 지속가능한 학교급

식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위한 실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 활동’ 영역에서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 

구매 정보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알려주고, 친
환경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활동은 비교적 잘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는 ‘열린 학교급식’ 운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쌍방

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을 통해 학

생과 학부모의 급식 불만 등 의견을 수렴하고 급식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으로써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7a) 우수한 수행

률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급식소에서 전개하는 지속가능한 활동은 소비자

의 급식소 재방문을 통한 구매 의사, 급식소에 대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Ju & Chang 2016). 
즉 급식소에서 전개하는 사회 공헌활동은 친환경 

급식활동에 관한 홍보, 폐기물 관리, 친환경 식품조

리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인지되고, 다시 급식소

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급식서비스 재구매 의향과 

연결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에 관한 홍

보활동을 학생에게 활발히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레스토랑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조사한 

연구(Chang 등 2016)에서도 급식관리자의 지원과 사

회구성원의 관심이 레스토랑의 지속가능한 활동 실

천에 주요한 인자임을 지적하였고,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Kim & Yoon 2015)에서도 지속가

능한 급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과의 긴밀

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

와 교육청에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확대하기 위

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식자재 구매

와 관련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속

가능한 급식활동으로 친환경 식재료 구매뿐 아니라 

급식 전반의 관리업무로 확대되어야 하며, 더불어 

소비자의 소비 습관 개선과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와 조리종사원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

다(Huang 등 2011; Yoon & Kim 2012).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의 ‘성과 영역’은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전개하는 학교가 급식대상자로부터 얼

마나 좋은 반응을 받는지 평가하기 위한 영역이다.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은 국내 학교급식 영양사들

의 인식 부족으로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였다. 그래서 성과지

표를 고객만족도조사, 지역사회 지원 수준과 영양사 

스스로가 인식하는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수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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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지표로 간소한 형태로 측정하였다. 최근 경기도 

학교급식에서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클
린테이블 캠페인’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아프

리카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나눔 캠페인 실천

을 제안하였다(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17a).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대상 지속가능한 급식지원활

동을 조사한 결과 매우 낮은 수행률(47%)을 보였다. 
이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 세대 환경보호

와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지속가능 급식활동을 실

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서 남은 음식을 위생적

으로 안전하게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지역사회 

대상 지속가능한 급식지원 활동을 실시하도록 구체

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대부분

의 세부 영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

교에서 가장 우수하게 수행되고 있었고, 고등학교의 

수행 수준이 저조하여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위해 

더 세밀한 관심과 지침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현
재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통한 친환경 식재료 사

용으로 친환경적 정책 개발 및 식품 구매와 메뉴관

리에서 고등학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교급

식의 영양사들이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실천도를 5
점 척도로 자가 평가한 선행연구에서 초등학교 영양

(교)사의 지속가능한 급식 실천 수준이 중ㆍ고등학교

보다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Chung 
2017). 선행연구에서 메뉴관리 및 폐기물관리 영역

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친환경 식품 구매와 메뉴관리 세부 영역에서 초

등학교는 88%의 수행률을 보인 반면, 고등학교는 

60% 수준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이 

결과를 통해 고등학교 급식소에 적정 수의 영양사

를 배치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

련하여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영양(교)사 경력에 따른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활동과 급식활동 성과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조리종사원 교육이

나 재생용지, 친환경 세척제 등의 이용에 있어서도 

5년 미만 근무 경력의 영양(교)사는 유의적으로 낮

은 수행력을 보여 영양(교)사 근무 경력에 따른 맞

춤식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급

식활동 성과에서도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들이 유의

적으로 높은 수행률을 보여(P<0.01), 근무 경력이 높

은 영양(교)사가 지속가능한 급식지원활동에 관한 

관심이 많고, 실천의지가 더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학교 급식소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제공식수와 급식량이 많기 때문에 신규 영양사가 

담당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즉 15년 이상 근무 경력의 영양(교)사들은 

일반 급식관리뿐 아니라 초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에도 더 노련

한 수행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감안하여 

차후 학교급식 영양사를 배치할 때 15년 정도의 근

무 경력 영양사를 고등학교 급식소에 우선 배치한

다면 2식 급식에 따른 위생관리, 인력관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급식소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기초로 

경기도 일부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

상으로 학교급식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시행정도

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은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

상으로 2017년 5월 19일∼7월 7일 600부를 배부

하여 회수된 358부(회수율 59.7%)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56.8%, 중학교 26.8%, 고등학교 16.4% 
순이었고,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영양사 45.5%, 
영양교사 41.3%, 대체영양사 7.3%, 기간제 영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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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9%의 분포를 보였다. 근무년수는 5년 미만 

16.2%, 5∼10년 미만 24.2%, 10∼15년 미만 21.1%, 
15∼20년 미만 28.2%로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최
종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56.0%로 가장 많았다.

2. 학교급식에 적용가능한 지속가능한 급식을 평가

하는 시스템을 (1) 계획 및 평가, (2) 급식관리 활

동 기준, (3) 학교급식 지원활동, (4) 급식활동 성

과 영역으로 나눠 34개 지표로 구성하고 각 영역

별로 20점, 50점, 14점, 16점을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 학교급식에서 지속가능활동의 전체 수행률은 66%
였고, 영역별로는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동기준

(69%), 급식부서의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지원활

동(69%),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계획 및 평가(68%),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성과(52%) 순이었다. 수행

률이 높은 세부 영역은 친환경 식품 구매와 메

뉴관리(80%), 친환경적 정책 개발(75%),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71%) 순이었고, 수행률이 낮아 개

선이 필요한 영역은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성과

(52%), 에너지 절약(56%), 지속적 개선에 대한 내

부 평가(60%), 물 절약(64%) 순이었다.
4.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계획 및 평가 중 친환경적 

정책 개발(75%)에 비해 지속적 개선 노력에 대한 

내부 평가(60%)가 낮아 계획에 맞게 전년도, 전

월 대비 친환경 식품 구매 비율, 물과 에너지 사

용량을 비교하는 실천 지침이 있어야 하겠다. 음
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감소 활동 계획을 수립한

다(91%)가 높은 수행률을 보였으며, 연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40%)가 낮은 수행

률을 보였고, 영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

었다. 지속적 개선 노력에 관한 내부 평가에서도 

역시 전년도 대비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양이 

감소했다(71%)가 수행률이 높았으며, 전년도 대

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다(50%)는 낮게 나타

나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 감소 활동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반면 에너지 절약에 관해서는 보

다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5. 지속가능한 급식관리 활동 기준 중 친환경 식품 

구매와 메뉴관리(80%)는 가장 우수한 세부 영역

이었고,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71%), 물 절약

(64%), 에너지 절약(56%) 순이었다. 친환경 식품 

구매와 메뉴관리 중 메뉴에 원산지를 표시한다

(99%)와 메뉴 계획 시 계절 채소와 과일을 적극 

활용한다(98%)는 수행률이 매우 높은 반면,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 농산물 구매 비율(60%)과 친

환경 육류 및 가금류를 구매한다(69%)는 낮은 수

행률을 보였다.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중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업자에게 재활용(96%), 음식물 쓰레

기 줄이기 활동(93%)은 높은 수행률을 보였으나, 
지역 자선단체 및 기관에 음식기부 프로그램 운

영(21%)은 매우 낮은 수행률을 보였다. 물 절약 

장치 부착(19%)과 전자식동작감지기 설치(24%)는 

매우 낮은 수행률을 보여 물과 에너지 절약을 위

한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급식부서의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활

동은 68% 수행률을 보였다. 이 중 친환경 식재료 

정보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제공한다(87%), 
지속가능한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혜택 부여

(79%), 친환경 제품 구매(72%), 지속가능한 활동

을 위한 조리종사원 교육(42%) 순으로 나타나 조

리종사원 교육 시 식재료 위생관리, 안전교육 외

에도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에너지, 물 절약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겠다. 
7.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성과(52%)는 가장 낮은 

수행률을 보였다. 이중 급식활동 수행력에 관한 

영양(교)사의 자가 평가 실시(60%), 학생 대상 지속

가능한 급식활동에 대한 만족도조사 실시(59%), 지
역사회 대상 지속가능한 급식지원 활동 실시(47%) 
순으로 모든 문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초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수행률이 높았다. 현재 초등학

교, 중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의 학

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통한 친환경 식재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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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친환경적 정책 개발과 친환경 식품 구매

와 메뉴관리에서 고등학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영양(교)사 근무 경력에 따라서는 5년 미만 경력자 

보다 15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속가능한 급식지원 

활동, 성과관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지속가능한 

급식활동 점수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지속가능한 급

식활동의 실천 확산에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경기도 일부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해석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평가도구는 레스토랑의 

지속가능한 평가도구를 학교급식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한 연구이므로 내용분석 과정에 연구진 소수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단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성

과관리 영역의 평가 지표는 영양사와 소비자인 학

생의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한정하여 포괄적 성과지표를 다루지 못했다. 미래 

연구는 현행 학교급식 운영 평가도구를 반영하여 

재무, 소비자, 급식인력, 내부프로세스 관점으로 구

분하여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겠다. 셋째, 설
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사

전지식이 없는 영양사들이 있었다. 이 경우 조사대

상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의도와 달리 해석

하고 수행 수준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 연구에서는 성과 영역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설문조사 전에 영양사에게 지

속가능한 급식경영에 관한 교육을 수행한 후에 조

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큰 의미

를 갖는다. 첫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학교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1) 계획 및 

평가, (2) 급식관리 활동 기준, (3) 학교급식 지원활

동, (4) 급식활동 성과로 나눠 34개 지표와 점수 체

계로 구성된 평가도구를 제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경기도 지역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소의 지

속가능한 급식활동의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를 활용

한 연구가 전국적으로 수행되어 현재 학교급식 운

영평가 시스템과 통합하여 더욱 완전한 형태로 개

선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지속가

능한 급식활동을 위한 물과 에너지 절약, 지속적 개

선에 대한 내부 평가를 위한 실천 제공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 절약 장치, 전자식동작감지기

(센서등) 등의 설비 확충과 함께 전년도, 전월 대비 

물과 에너지 사용량, 친환경 식품 구매 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는 실천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

능한 급식활동 전반에 관한 조리종사원 교육이 보

강되어야 하겠다. 셋째, 정부와 교육청은 지속가능

한 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식자재 구매와 관련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급식활동을 경제, 사회, 환경 차원

의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 
음식물 및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급식 전반의 활

동에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

에 대한 공헌활동과 지식, 기술 기부활동이나 나눔

활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고, 학교급식에서 이

루어지는 지속가능한 활동들이 환경과 공존하고 미

래 세대를 위한 준비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속

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정기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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