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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전한 심

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Ministry 
of Education 2021), 영양뿐 아니라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급식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학교급식

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사항이다(Jeong 등 2013). 
우리나라는 식품소비에 있어서 영양과 함께 식품의 안전성

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관심

과 사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An 등 2018). Kim 등(2011)의 

청주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부모의 46.7%가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30~50%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또

한 37.8%나 되었다. Nam & Kim(2012)이 마산시 학부모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96.4%가 친환경 농산물 사

용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학교급식에

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실정이며 정책

적으로도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2018년도에 보고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학교급식 공급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

경 농산물의 비율은 55.0%로 높게 나타났고, 시도별로는 전

남이 91.5%로 가장 높고, 충북은 전국 평균 수준인 55.7%의 

수준이었다(aT & RANEPCOOP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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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EFAPs) in Chungcheongbuk-do and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school dietitians with EFAPs. The study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to Jun 2018. Among 195 
dietitians, 54.4% were nutrition teachers and 51.3% were working in elementary schools. Of the participants, 65% answered that 
the percentage of EFAPS in the total food cost was 10~30%. The most used EFAP food group was grains (64.6%), followed by 
vegetables (26.2%). The main reasons for using EFAPs were subsidies for EFAPs from local governments (85.1%) and students’ 
health (52.3%). The average daily subsidy for EFAPs from the local governments was 201~500 won at 45.1%, and 200 won or 
less at 34.9%, which was based on one meal per student. In questions on satisfaction with using EFAPs, satisfaction with safety 
(3.93 out of 5 points) scored the highest, followed by nutrition (3.74), freshness (3.70), appearance (3.32), diversity (2.85), and price 
(2.78). Therefore, to expand the use of EFAPs in school food servic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rovision of subsidies and increase 
EFAP production diver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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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에서도 학교급식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월간 

10개 품목 이상의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현실적으로 공

급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싸서 사용상의 어려움이 있다. 이
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친환경 쌀을 포함한 농산물과 

축산물 및 친환경 가공품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식재료 구

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식재료 및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Chungcheongbuk-do Office of Education 2018).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 식

재료의 소비 증가를 통한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와 환경보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Choi 등 2010; Jung 등 

2015). 또한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으로

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Jung 등 2013).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에서의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제 구매 결정자인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용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 

영양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Ahn SC(2014)은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에서의 사용 확대

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학교급식 관리자인 영양

사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까지 보고된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에 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많았고(Choi 등 2010; Kim 등 2011; Nam & Kim 2012; 
Jung 등 2013; An 등 2018),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Lee 등 2009; Jung 등 2013; Ahn SC 2014; Jung 등 2015)에서

는 대부분 인식과 사용실태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만족

도에 관한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Ahn SC(2012)
의 연구와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Rho & Kim(2011)의 연구

가 있지만, 충북지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의 사용실태와 인식도,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북도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영양(교)사

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태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충북지

역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8년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본 연

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

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총 205부의 설문지 중 

답변이 미비한 1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95부(분석률 95%)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

리위원회의 승인(KNU_IRB_2018-05)을 받아 진행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Rho & Kim 2011; 

Jang 등 2012; Park GH 2012)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도

록 문항을 구성하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제작

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소

속 학교의 급식현황,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태, 친환경 농산

물에 대한 인식도, 사용 만족도에 대한 문항으로 다음과 같

이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소속 학교의 급식

현황은 소속 학교의 학교급, 급식대상 인원수(중식기준), 급
식횟수, 식재료비(중식기준), 학교급식 근무경력, 직급, 친환

경 식재료에 대한 교육 수혜 여부의 총 7문항을 구성하였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태는 학교급식에서 하루 평균 사용하

는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가 전체 식

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가장 많이 구입하는 친환경 농산물

의 종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이유, 친환경 농산물의 

선택 기준,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 좋은 점, 친환

경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일일 평균 

지원액,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추가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모든 문

항은 중식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보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 정도, 안전

성,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환경과의 상호 관계, 가격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식도는 Likert의 5점 척도를 이

용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만족도는 영양, 
가격, 외관, 신선도, 안전성, 다양성 및 전반적인 만족도의 총 

7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 각 

항목별로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 21.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

의 일반사항 및 급식현황,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 실태, 인식 

및 만족도 조사에서 범주형 변수는 빈도분석을, 연속형 변수

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학교급 및 친환경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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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교육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교차분석 및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α=0.05 수준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소속 학교의 급식 현황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직급은 영양교사가 

54.4%,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45.6%였고, 근무경력은 20년 이

상이 28.7%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이 22.1%, 5년 미만이 

19.5%의 순이었다. 응답자중 100명(51.3%)은 초등학교에 근

무하고 있었으며, 95명(48.7%)은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다.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급식현황은 급식 인

원수 200명 이하가 26.7%, 201~500명이 29.2%, 501~800명이 

21.0%의 순이었다. 급식횟수는 1일 1회가 79.5%로 가장 많았

고, 식재료비는 2,000~2,200원 미만이 27.7%, 2,400~2,600원 

미만 25.1%, 2,600~2,800원 미만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80.5%가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다고 하였다. 

2.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태
친환경 농산물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중식기준)는 1종

이 8.7%, 2종이 12.3%, 3종이 23.1%, 4종이 12.8%, 5종 이상이 

43.1%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 개수로 산정한 결과 평균 3.7종
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충북지역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Jung 등(2015)의 연구에서는 친환

경 농산물을 주 5회 사용한다는 비율이 44.1%로 가장 높았으

며, 주 3회 사용이 19.3%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교의 경우 5종류 이상 사용이 54.0%로 가장 높

았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5종류 이상이 31.6%, 3종류가 

30.5%로 나타났다(p<0.01). 평균 개수로 산정하여 비교한 결

과 초등학교가 4.1종으로 중․고등학교의 3.3종보다 유의적

으로 많은 종류의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Jang 등 

(2012)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의 95.1%, 중학교의 76.8%, 고
등학교의 66.7%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하여 초등학

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하여 사용률이 높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에 

따라 평균 개수로 산정하여 비교한 결과 교육군이 3.8종으

로, 비교육군이 3.3종보다 유의적으로 많은 종류의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였다(p<0.05).
전체 식품비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

은 ‘10~20% 미만’ 32.5%, ‘20~30% 미만’ 32.5%, ‘40% 이상’ 
13.9%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10~30% 정도를 차지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급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20~30% 미만’이 3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10~20% 미만’이 38.3%로 가장 높아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한 선행연구에서 2012년에는 ‘11~30%’ 사용이 48.4%로 나타

났고(Ahn SC 2012), 2014년에는 ‘10~30% 미만’ 사용이 45.8%
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Ahn SC 2014). 충북지역

을 조사한 Jung 등(2015)의 연구에서 49.0%가 친환경 식재료를 

‘10% 이하’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 시 충북지

역의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결과에서 ‘곡류’ 64.6%, ‘채소류’ 26.2%, ‘과일류’ 4.6%의 순

Category n(%)

Position
Nutrition teacher 106(54.4)1)

School dietitian 89(45.6)

Training experience on 
environment-friendly food

Yes 157(80.5)

No 38(19.5)

Type of workplace
Elementary school 100(51.3)

Middle․high school 95(48.7)

Number of people 
provided with 
meal service

(person)

≤ 200 52(26.7)
201~500 57(29.2)
501~800 41(21.0)

801~1,000 25(12.8)
≥ 1,001 20(10.3)

Number of meals 
served per day

(time)

1 155(79.5)

2 9(4.6)

3 31(15.9)

Cost of food 
ingredients

(won)

< 2,000 15(7.7)
2,000~2,200 54(27.7)
2,200~2,400 28(14.4)
2,400~2,600 49(25.1)
2,600~2,800 34(17.4)
≥ 2,800 15(7.7)

Work experience
(year)

< 5 38(19.5)
5~10 43(22.1)
10~15 34(17.4)
15~20 24(12.3)
≥ 20 56(28.7)

Total 195(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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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곡류

와 채소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학교급 

및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국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실시한 Hwang 등 

(2012)의 연구에서도 ‘쌀’이 42.4%로 가장 높았고, ‘채소류’가 

30.8%, ‘잡곡류’가 7.4%, ‘과일류’가 7.0%로 나타났다. 전북지

역을 조사한 Rho & Kim(2011)의 연구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중 쌀과 잡곡류의 구입 비율이 전체 대상 학교의 73.2%에서 

주 3~4회로 나타나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가장 높았고, 충북

지역을 조사한 Jung 등(2015)의 연구에서도 ‘잡곡류’의 구입 

비율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에

서 사용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현황을 조사하는 질문의 형태

와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공통적으

로 곡류의 사용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 고려 사항
친환경 농산물 사용 시 고려 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금 보조’가 85.1%, ‘학생들

의 건강을 위하여’가 52.3%,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와 

‘학교급식 홍보에 도움이 되므로’가 각각 13.3%의 순으로 나

타났다. 학교급 및 친환경 식재료 교육 여부에 따라서는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Hwang & Gouk 
(2011)의 연구에서는 학교 영양(교)사들이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39.4%), ‘학생 

건강 고려’(28.8%),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지원’(28.8%) 순

Category Total
(n=195)

Type of workplace Training experience on 
environment-friendly food

Elementary
(n=100)

Middle․
High

(n=95)

χ2/t
(p)

Yes
(n=157)

No
(n=38)

χ2/t
(p)

Average number 
of EFAP1) types 

used per day
(based on lunch)

1 17(8.7)2) 3(3.0) 14(14.7)

18.614**

(0.001)

13(8.3) 4(10.5)

7.598
(0.107)

2 24(12.3) 12(12.0) 12(12.6) 18(11.5) 6(15.8)
3 45(23.1) 16(16.0) 29(30.5) 31(19.7) 14(36.8)
4 25(12.8) 15(15.0) 10(10.5) 22(14.0) 3(7.9)
≥ 5 84(43.1) 54(54.0) 30(31.6) 73(46.5) 11(28.9)

Mean±S.D. 3.7±1.4 4.1±1.2 3.3±1.4 3.900***

(0.001) 3.8±1.4 3.3±1.3 2.05*

(0.042)

Proportion of 
EFAP purchase 
cost in the total  
food cost (%)

< 10 17(8.8) 5(5.0) 12(12.8)

9.918*

(0.042)

13(8.3) 4(10.5)

4.320
(0.364)

10~20 63(32.5) 27(27.0) 36(38.3) 47(30.1) 16(42.1)
20~30 63(32.5) 35(35.0) 28(29.8) 54(34.6) 9(23.7)
30~40 24(12.4) 14(14.0) 10(10.6) 18(11.5) 6(15.8)
≥ 40 27(13.9) 19(19.0) 8(8.5) 24(15.4) 3(7.9)

The most 
used types 
of EFAP

Grain 126(64.6) 60(60.0) 66(69.5)

7.254
(0.202)

96(61.1) 30(78.9)

5.514
(0.356)

Vegetables 51(26.2) 32(32.0) 19(20.0) 44(28.0) 7(18.4)
Fruits 9(4.6) 5(5.0) 4(4.2) 9(5.7) 0(0.0)

Potatoes and 
mushrooms 6(3.1) 2(2.0) 4(4.2) 5(3.2) 1(2.6)

Pre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2(1.0) 0(0.0) 2(2.1) 2(1.3) 0(0.0)

Other 1(0.5) 1(1.0) 0(0.0) 1(.6) 0(0.0)
Total 195(100.0) 100(100.0) 95(100.0) 157(100.0) 38(100.0)

1) EFAP: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2) n(%).
*p<0.05, **p<0.01, ***p<0.001.

Table 2. Usage statu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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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실시한 Hwang 등(2012)의 연구에

서는 ‘지자체․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

하고 있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다. 대구지역을 대상

으로 실시한 Jang 등(2012)의 연구에서는 98.9%가 ‘아이들에

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이유로 친환경 식재료를 선택한다

고 응답하였고, Jung 등(2015)의 충북지역 연구에서도 ‘학생

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점 만점에 4.48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마다 조사 항목에 차이가 있어서 단

순한 비교는 어려우나, 학생의 건강과 지원금과 같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방침이 친환경 농산물 사용의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선택 기준은 ‘제품의 안전성’ 50.3%, ‘품질’ 

29.2%, ‘가격’ 9.7%, ‘제품의 구매력’ 9.2%, ‘브랜드’ 1.5% 순
으로 나타나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주요 선택 기준임을 알 

수 있었으며, 학교급 및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교육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한 Ahn SC(2012)의 연구에서 7점 만점에 ‘안전성’이 6.36점, 
‘신선도’가 6.22점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대구지역에서 실시한 Jang 
등(2012)의 연구에서도 ‘안전성’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나 

Category Total
(n=195)

Type of workplace Training experience on 
environment-friendly food

Elementary
(n=100)

Middle․
High

(n=95)

χ2/t
(p)

Yes
(n=157)

No
(n=38)

χ2/t
(p)

Reason for 
using EFAP1) 

in meal 
service

(multiple 
response)

Demand of students, 
parents, etc. 9(4.6)2) 2(2.0) 7(7.4)

-

8(5.1) 1(2.6)

-

Support fund for EFAP 
from local government 166(85.1) 86(86.0) 80(84.2) 133(84.7) 33(86.8)

For students’ health 102(52.3) 61(61.0) 41(43.2) 82(52.2) 20(52.6)
Social trend 22(11.3) 6(6.0) 16(16.8) 16(10.2) 6(15.8)

Helps promote 
school meal service 26(13.3) 8(8.0) 18(18.9) 20(12.7) 6(15.8)

To promote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e 26(13.3) 20(20.0) 6(6.3) 23(14.6) 3(7.9)

Other 2(1.0) 2(2.0) 0(0.0) 2(1.3) 0(0.0)

Criteria for 
selecting 

EFAP

Safety 98(50.3) 51(51.0) 47(49.5)

0.802
(0.938)

79(50.3) 19(50.0)

3.304
(0.508)

Purchasing power 18(9.2) 10(10.0) 8(8.4) 16(10.2) 2(5.3)
Price 19(9.7) 10(10.0) 9(9.5) 13(8.3) 6(15.8)
Brand 3(1.5) 2(2.0) 1(1.1) 3(1.9) 0(0.0)

Quality 57(29.2) 27(27.0) 30(31.6) 46(29.3) 11(28.9)

Advantages 
of using 
EFAP in 

school meal 
service

Improvement of 
student health 30(15.4) 16(16.0)2) 14(14.7)

0.078
(0.994)

27(17.2) 3(7.9)

4.271
(0.234)

Improved satisfaction of 
school meal service 28(14.4) 14(14.0) 14(14.7) 20(12.7) 8(21.1)

Improved safety of 
meal service 69(35.4) 35(35.0) 34(35.8) 53(33.8) 16(42.1)

Helpful for promoting school 
meal service (Improved 

satisfaction when parents are 
involved in inspection)

68(34.9) 35(35.0) 33(34.7) 57(36.3) 11(28.9)

Total 195(100.0) 100(100.0) 95(100.0) 157(100.0) 38(100.0)
1) EFAP: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2) n (%).

Table 3. Considerations on selec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Vol. 34, No. 3(2021) 학교 영양(교)사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실태와 인식 315

선행연구와 본 연구 모두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을 중

요한 선택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 및 잔류 농약 검사와 같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 시 이점에 대하여 ‘급식

의 안전성 향상’이 35.4%로 가장 높았고, ‘학교급식 홍보에 

도움’이 34.9%, ‘학생들의 건강 향상’이 15.4%, ‘학교급식 만

족도 향상’이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및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교육 여부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Hwang 등(2012)
의 연구에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는 장점

으로 ‘학생 건강 향상’이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급식의 안전성 확보’가 38.2%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순서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인 두 요인

이 이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4.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현황
친환경 농산물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받는 평균 친환경 농산물 지원액

을 학생 1인당 1식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01~500원’ 45.1%, 
‘200원 이하’ 34.9%, ‘501~800원’ 12.3%의 순이었으며, 평균

값으로 산정 시 408.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교의 경우 ‘200원 이하’ 또는 ‘201~500
원’ 지원이 각각 39.0%로 나타났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500원’이 51.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p<0.05). 평

Category Total
(n=195)

Type of workplace Training experience on 
environment-friendly food

Elementary
(n=100)

Middle
․High
(n=95)

χ²
(p)

Yes
(n=157)

No
(n=38)

χ²
(p)

Daily average 
support fund for 

EFAP1) from 
local government
(based on lunch)

(won/per 
each meal)

≤ 200 68(34.9)2) 39(39.0) 29(30.5)

15.155*

(0.010)

57(36.3) 11(28.9)

9.846
(0.080)

201~500 88(45.1) 39(39.0) 49(51.6) 68(43.3) 20(52.6)
501~800 24(12.3) 10(10.0) 14(14.7) 22(14.0) 2(5.3)

801~1,100 4(2.1) 1(1.0) 3(3.2) 2(1.3) 2(5.3)
1,101~1,500 3(1.5) 3(3.0) 0(0.0) 1(.6) 2(5.3)
≥ 1,501 8(4.1) 8(8.0) 0(0.0) 7(4.5) 1(2.6)

Mean±S.D. 408.7±302.4 448.0±382.2 367.4±177.6 3.9***

(0.001) 402.5±296.4 434.2±329.0 2.05*

(0.042)

Parties paying 
additional cost 
for extended 

implementation 
of EFAP 
in school 

meal service 

Central government 12(6.2) 6(6.0) 6(6.3)

9.418
(0.151)

11(7.0) 1(2.6)

9.498
(0.147)

Local government
(Do․Si․Gun) 39(20.0) 23(23.0) 16(16.8) 30(19.1) 9(23.7)

Parents 5(2.6) 2(2.0) 3(3.2) 4(2.5) 1(2.6)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92(47.2) 52(52.0) 40(42.1) 80(51.0) 12(31.6)

Central government
+Parents 1(0.5) 1(1.0) 0(0.0) 1(.6) 0(0.0)

Local government
+Parents 15(7.7) 7(7.0) 8(8.4) 11(7.0) 4(10.5)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arents
31(15.9) 9(9.0) 22(23.2) 20(12.7) 11(28.9)

Total 195(100.0) 100(100.0) 95(100.0) 157(100.0) 38(100.0)
1) EFAP: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2) n (%).
*p<0.05, ***p<0.001.

Table 4. Support for us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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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값으로 산정 시 초등학교는 448.0원, 중․고등학교는 평균 

367.4원이었다(p<0.0001).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비

용 지급 주체에 대하여 ‘정부+지자체’ 47.2%, ‘지자체’ 20.0%, 
‘정부+지자체+학부모’ 15.9%, ‘지자체+학부모’ 7.7%, ‘정부’ 
6.2%, ‘학부모’ 2.6%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정부와 지자

체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시행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북지역을 대

상으로 실시한 Rho & Kim(2011)의 연구에서도 ‘정부+지자

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43.3%로 가장 많아 본 연구

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 나타난 결과

를 보면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

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교 영양(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알고 있다’는 

5점 만점에 평균 4.38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라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p<0.01), 친
환경 식재료에 대해 교육을 받았을 경우가 받지 않았을 때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한 Ahn 
SC(2014)의 연구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알고 있다’가 7

Category Total
(n=195)

Type of workplace Training experience on 
environment-friendly food

Elementary
(n=100)

Middle․
High

(n=95)

t
(p)

Yes
(n=157)

No
(n=38)

t
(p)

I am aware of EFAP1). 4.38±0.672) 4.54±0.58 4.22±0.72 3.432**

(0.001) 4.43±0.67 4.18±0.61 2.084*

(0.039)

EFAPs must be used in school meal service. 4.10±0.77 4.34±0.62 3.85±0.84 4.626***

(0.001) 4.17±0.76 3.84±0.79 2.341*

(0.020)
Students have higher preference for EFAPs than 
regular agricultural products in school meal service. 3.20±0.99 3.49±0.93 2.89±0.97 4.377***

(0.000) 3.24±0.96 3.03±1.13 1.203
(0.230)

Parents have higher preference for EFAPs than 
regular agricultural products in school meal service. 4.35±0.69 4.48±0.63 4.21±0.73 2.774**

(0.006) 4.38±0.66 4.21±0.81 1.380
(0.169)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experience learning 
about EFAPs with students as part of school 
meal service program. 

3.99±0.81 4.14±0.75 3.84±0.84 2.608*

(0.010) 4.01±0.78 3.92±0.91 0.571
(0.571)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nutrition education 
about EFAPs linked with school subjects. 4.03±0.82 4.13±0.79 3.92±0.83 1.846

(0.066) 4.04±0.79 3.95±0.93 0.659
(0.511)

EFAPs are safer than regular agricultural products. 3.69±0.82 3.76±0.85 3.62±0.77 1.188
(0.236) 3.73±0.85 3.55±0.65 1.175

(0.241)
Using EFAPs greatly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student health. 3.69±0.88 3.87±0.92 3.49±0.81 3.021**

(0.003) 3.73±0.88 3.53±0.89 1.251
(0.213)

Using EFAPs is helpful for environment 
protection. 4.09±0.74 4.24±0.65 3.93±0.79 3.031**

(0.003) 4.16±0.70 3.79±0.81 2.823**

(0.005)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types of EFAP. 4.35±0.65 4.44±0.69 4.26±0.61 1.911
(0.058) 4.35±0.67 4.37±0.59 －0.153

(0.878)

EFAPs are expensive relative to quality. 4.02±0.81 4.02±0.86 4.02±0.74 －0.009
(0.993)

4.01±0.83 4.05±0.70 －0.273
(0.785)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 is necessary for 
the use of EFAPs in school meal service. 4.59±0.57 4.67±0.51 4.51±0.62 2.022*

(0.045) 4.62±0.55 4.47±0.65 1.401
(0.163)

1) EFAP: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2) Mean±S.D.
*p<0.05, **p<0.01, ***p<0.001.
Scored on a 5-point Likert scale with ‘Strongly agree’ as 5 points and ‘Strongly disagree’ as 1 point.

Table 5. Percep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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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만점에 6.09점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에서 실시한 Jung 
등(2015)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개념에 대한 이해 수

준이 5점 만점에 평균 3.89점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비교 

시 충북지역 영양(교)사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한다’는 5점 만점

에 평균 4.1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에 따라서 초등학

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

며(p<0.001),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Jung 등 

(2015)의 충북지역 연구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반영한다’는 의견이 5점 만점에 3.73점으로 높게 나타

나 학교 영양사들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Chung MJ(2021) 연구에서 영양(교)사의 지속가능활동의 수

행도를 조사한 결과 구매영역의 ‘친환경식품을 구매한다’가 

5점 만점에 4.0점으로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교급식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친환경 농

산물 선호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인 ‘학교급식에서 학생들은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의 항

목은 평균 3.20점으로 보통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학교급

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반면, 학부모의 친

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호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인 ‘학교급식

에서 학부모들은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선

호도가 높다’의 항목은 평균 4.35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초등

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전
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Hwang & Gouk(2011)의 연구에서도 

전체 학부모의 90.5%가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Jeong & Chae(2015)의 제주지역 학

부모 대상 연구에서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

한 신뢰도는 ‘믿는 편이다’가 71.2%, ‘확실히 믿는다’가 8.4%
로 나타나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의 친환경 농산물의 

선호도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 결과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의 사용이 학생보다 학부모의 선호도에 영향을 더 크게 주고 

있어, 학교급식의 대상자인 학생들의 인식 향상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충북지역 영양(교)
사들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교과목과 연계한 영양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항목에 대하여 평균 4.03점의 결과를 

나타냈고,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아동 대상 

체험학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평균 3.99점을 나타낸 결

과를 통해 학생대상 친환경 농산물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학교 영양(교)사의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인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안전하다’는 평균 3.69점이었으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은 학생들의 건강 발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3.69점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가 중ㆍ고등학교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았다(p<0.01). 한편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학

교 영양(교)사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항목인 

‘친환경 농산물의 이용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평균 

4.09점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았으며(p<0.01),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양(교)사는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안전과 학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

식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영양(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

는 과학적인 근거자료의 마련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친환경 농산물은 품질과 비교하면 가격이 비싸다’에 대한 

인식은 평균 4.02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 및 친환경 식재

료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친환

경 농산물의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균 4.35점으

로 나타났으며, 학교급 및 친환경 식재료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충북지

역 학교 영양(교)사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가격이 비싸

고 품목이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친환경 농

산물의 학교급식 활용 확대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Hwang & Gouk(2011)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높은 가격’이 64.4%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Jung 등(2015)의 연구에서도 영양(교)사들은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이 비싸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친환

경 농산물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금 제공을 통하여 가

격 부담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규격화된 농산물의 생산 증가

와 유통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

체의 지원이 필요하다’에 대한 인식은 평균 4.59점으로 모든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라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5). Lee 등(2009)의 충남지역 연구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

용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급식지원금을 더 지원해야 한다’
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 모

두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지원금의 요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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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만족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용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3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양’(3.74), ‘신선도’(3.70), ‘외관

(크기, 색)’(3.32), ‘다양성’(2.85), ‘가격’(2.78) 순으로 나타났

다. Ahn SC(2012)의 수도권지역 연구에서도 7점 만점에 ‘친
환경성’ 5.29점, ‘영양가’ 5.11점, ‘안전성’ 5.20점 순으로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

며, Jang 등(2012)의 대구지역 연구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만

족도는 5점 만점에 4.0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

와 유사하였다. Rho & Kim(2011)의 전북지역 연구에서 친환

경 농산물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안전성’ 3.90
점, ‘영양’ 3.77점, ‘신선도’ 3.52점, ‘맛’ 3.44점, ‘색깔’ 3.27점, 
‘모양’ 3.09점, ‘다양성’ 2.54점, ‘가격’ 2.52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모두 다양성과 가격 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

경 농산물의 품목 다양화와 생산량 증가 및 가격 측면에서의 

만족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급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비해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비하여 가공식품 등 학

생들의 기호도가 높은 식재료 구입에 소요하는 비용이 많고, 
1인량 증가로 인해 식품 부족을 느끼고 있어 일반 농산물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 구입해야 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가

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

된다. 친환경 식재료 교육에 대한 경험 여부에 따라서 친환

경 식재료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보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p<0.05)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교육이 전체적인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요약 및 결론

충청북도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영양(교)사 총 195명을 대

상으로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

물 사용실태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

하였다. 대사자 중 영양교사는 54.4%였고, 51.3%는 초등학교

에 48.7%는 중․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80.5%가 친

환경 식재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었다. 하루 평균 사용하

는 친환경 농산물 종류(중식기준)는 ‘5종류 이상’이 43.1%로 

가장 많았고, 전체 식품비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가 차지

하는 비율은 ‘10~30% 미만’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ategory Total
(n=195)

Type of workplace Training experience on environment-friendly food

Elementary
(n=100)

Middle․
High

(n=95)

t
(p)

Yes
(n=157)

No
(n=38)

t
(p)

Nutrition 3.74±0.711) 3.80±0.75 3.68±0.66 1.143
(0.255) 3.76±0.69 3.66±0.78 0.831

(0.407)

Price 2.78±0.85 2.94±0.92 2.61±0.73 2.758**

(0.006) 2.82±0.86 2.61±0.79 1.415
(0.159)

Appearance 
(Size, color) 3.32±0.79 3.33±0.87 3.31±0.72 0.217

(0.828) 3.32±0.82 3.32±0.66 0.019
(0.985)

Freshness 3.70±0.73 3.75±0.76 3.65±0.71 0.925
(0.356) 3.69±0.71 3.74±0.83 －0.320

(0.750)

Safety 3.93±0.68 4.00±0.62 3.86±0.74 1.399
(0.164) 3.96±0.67 3.82±0.73 1.186

(0.237)

Diversity 2.85±0.80 2.90±0.86 2.80±0.74 0.870
(0.385) 2.89±0.81 2.68±0.74 1.436

(0.153)

Overall satisfaction 3.57±0.67 3.63±0.72 3.52±0.62 1.187
(0.237) 3.63±0.63 3.34±0.78 2.403*

(0.017)
1) Mean±S.D.
*p<0.05, **p<0.01.
Scored on a 5-point scale with ‘Very satisfied’ as 5 points and ‘Very unsatisfied’ as 1 point.

Table 6. Satisfac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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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사용하는 친환

경 농산물의 종류와 구입비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친환경 농산물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식품

군은 ‘곡류’가 가장 높았고(64.6%) 다음으로 ‘채소류’(26.2%)
로 나타났다.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지자체에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금 보조’(85.1%),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52.3%)로 나타났고, 친환경 농산물 선택 기

준은 ‘제품의 안전성’(50.3%)이 가장 높았다. 친환경 농산물

에 대한 인식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5점 만점

에 4.38점),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도(4.10점) 모두 

높았다. 영양사는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학생

의 선호도(3.20점)보다 학부모의 선호도(4.35점)를 높게 인식

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생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의 안전(3.69점)이
나 건강(3.69점), 환경(4.09점)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긍정적

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용 만족도

는 ‘안전성’(3.93점/5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다양

성’(2.85점)과 ‘가격’(2.78점)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 학교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농

산물 사용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으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수행되었고, 지자체마다 친환경 농산

물사용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적 차이를 가지고 있어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

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영양

(교)사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고 있으나, 현실적

으로 다양하지 못한 품목과 유통구조, 품질에 비해 높은 가

격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만족도 감소가 학

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을 확대하는데 장애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원

금 제공을 확대하여 가격 부담을 낮추어야 하며, 규격화된 

품질의 농산물 생산 증가와 유통과정 개선을 통한 가격 측면

에서의 만족도가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양(교)사가 

친환경 식재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전반적인 인식

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양(교)사들에게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에 

비하여 급식 당사자인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연계 또는 체험학습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교육

의 필요성이 높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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