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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perators' perception of the allowable price range and the optimal price of

kindergarten meals by using the PSM (price sensitivity measurement) technique and provide basic data on calculating

kindergarten meal costs reflecting realistic meals. From April to May 2021, 779 kindergartens in Seoul were surveyed, based

on 246 (31.6%) of the respondents. According to the survey, kindergarteners spent 3,506 won for meals on average,

followed by 3,822 won for kindergarten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 3,316 won for public kindergartens, and 2,896 won

for private kindergartens (p<0.001). The allowed price range for the kindergarten meal service workers was estimated at

3,447~3854 won, 3,447 won for PMC (Point of Marginal Cheapness), and 3,854 won for PME (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The appropriate cost of the kindergarten meal service provider was 3,950 won for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 3,425 won for public kindergartens, and 3,546 won for private kindergart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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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급격한 가족 구성원 수의 감소,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

른 저출산 인구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안 중 하

나로 보육기관 확대와 보육서비스 향상이 강조되고 있다(Lee

et al. 2006; Lee & Lee 2010; Kim 2014). 이러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유아 보호 및 교육의 기능을 제공할 유치

원 등의 보육시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06;

Lee & Lee 2010; Lee et al. 2013; Kim 2014). 2019년

12월 기준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은 만 3세 90.0%, 만 4세

90.2%, 만 5세 90.4%로써 전체 미취학 영유아 인구수 대비

73.1%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으며, 국가별

영유아 교육·보육 이용률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5세 기준

이용률이 94.6%로 OECD 평균 87.2%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spaper 2021).

유아들의 안전한 급식의 질 확보를 위해 2021년 학교급식

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었지만 유

치원 급식 조리시설은 학교급식처럼 체계적으로 대형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영양·위생·시설·설비·인력 등의 급식품질

과 환경이 열악하여 공공급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어려

움이 있는 실정이다(Seoul Education News 2021; Park et

al. 2021). 이처럼 유아 교육기관은 학교급식과 비교하여 정

부나 시·도 기관의 법적 규제와 재정적 지원이 미비하고 사

각지대에 놓여있어 유아 급식 품질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적

차원의 관심과 비용적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Kim 2009), 최근에도 유치원 유형별 평균 급식단가의 차이

가 발생하며,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유치원 적정 급식비 산

정을 추진함으로써(Seoul Education News 2021)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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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급식비의 요구되었다.

학교급식의 경우, 초기에는 교육 복지차원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1990년대 중반 이후 각 시·도별로 확

장되었고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재원부담 주관처에 따른 급

식비 지원금 격차가 발생(Lyu & Chun 2012) 및 학교급식

비 항목 중 식품비에 대한 우선적 지원(Ha & Kim 2012),

개별 학교에 따른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급식비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Lee et al. 2016) 등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시사점이 제시되며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지속

적인 급식비 관련 개선노력으로 현재 학교급식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로 구분되며 식품비의 부담주체

는 보호자 부담, 지방자치단체 식품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1). 또한 개별 학교에 따른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급식비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Lee et al. 2016).

유치원 급식비에 대한 연구로는 유치원 설립유형별 학부

모 급식비 인식조사(Park et al. 2021), 국·공립·사립 유치원

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단가에 따른 급식 위생 수행도 조

사(Kim 2014), 서울 경기지역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원

장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도 조사(Kim et al.

2011), 유치원 급식 요구도 조사 시 급식비에 대한 평가를 통

해 유치원 급식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

구 등이 있다(Kim 2009; Park 2009).

영유아 시설과 유치원 대상 정부의 정책적· 행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연구 결과 ‘급식비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가

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급식비 기준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

도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급식비에 대한 정부의 금액적 지

원이 구체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하였다(Kim et al. 2011).

Cho & Kim(2016)은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 품질 확보를 위

해 적정급식단가를 기준으로 급식비가 상향조정 되어야하며

일부 차액을 자치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적정수준의 급간식 비

용이 지출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처럼 정책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유치원 급식에서 실

질적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주체자인 원장, 원감, 영양사 등

실무진을 대상으로 급식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급

식을 제공하기 위한 적정 급식비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미

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인 서울 소재 유치원에

서 급식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운영자인 원장, 원감, 영양

사 등을 대상으로 급식비와 PSM 기법을 적용한 적정 급식

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유치원 급식비를 실제화함으로

써, 추후 유치원 급식관리와 운영이 학교급식 수준으로 향상

되어 급식품질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치

원 급식비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유치원 급식비 운영 실태 및 운영자의 적정 급식비 인식

분석을 위해 2021년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서울시 유

치원 779곳 전수의 유치원 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양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

원회의 검토 및 승인(IRB no. AN01-202106-HR-001-01)을

받은 후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총 246곳의(회수율

31.6%) 유치원에서 응답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의 개발 및 분석방법

조사도구의 문항개발을 위해 유치원 일반현황으로는 유치

원 설립유형, 학급수, 원아수, 급식원아수, 급식직원수, 수업

일수를 조사하였다. 유치원 급식인력 관련 조사문항은 영양

교사수, 영양사수, 조리사수, 조리원수를 조사하였다. 유치원

급식비는 3월 결산 기준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총액을 조

사하였다.

유치원 급식 운영자의 적정 급식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해 PSM (가격민감성)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PSM 분석

에서 사용되는 질문을 유치원 급식으로 수정하여 조사하였

다(Park et al. 2021).

통계분석은 위해 SPSS 통계 package를 활용하여, 설립유

형별 유치원 급식 현황 및 급식비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descriptive analysis)와 ANOVA 및 Duncan’s multiple

comparison이 실시되었다. 유치원 급식비에 대한 운영자의

급식비 인식 분석을 위해 PSM (Price Sensitivity measurement)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유치원의 일반사항

유치원 설립 유형별 운영 현황은 <Table 1>과 같다. 학급

수는 평균 4.9개 학급으로 공립병설 유치원은 3.8학급, 공립

단설 유치원은 7.2학급, 사립 유치원은 5.5학급으로 조사되

어 설립 유형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원아수는 평균 87.5명으로 사립 유치원은 114.5명, 공립단

설 유치원은 107.0명, 공립병설 유치원은 53.3명의 순으로 조

사되었고, 설립 유형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p<0.001). 급식 원아수는 원아수와 유사하게 평균 87.0명으

로 사립 유치원은 114.4명, 공립단설 유치원은 104.9명, 공립

병설 유치원은 52.6명의 순으로(p<0.001) 분석되었다.

수업일수는 평균 198.5일로 공립병설 유치원은 180.9일, 공

립단설 유치원은 181.8일, 사립 유치원은 216.2일로 분석되

어 설립 유형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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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유형별 유치원 급식 종사자 현황

유치원 설립 유형별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인력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 유치원 중 평균 영양교사 근무

자수는 0.4명으로, 공립병설 유치원은 0.8명, 공립단설 유치

원은 0.1명, 사립 유치원은 0.0명으로 조사되어 공립유치원

의 영양교사 근무자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01). 영양사는 평균 0.5명으로 공립병설 유치원은 0.2

명, 공립단설 유치원은 0.8명, 사립 유치원은 0.8명으로

(p<0.001),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대부분 영양교사 배치로

인해 영양사의 배치가 낮은 반면, 공립단설과 사립 유치원은

영양사의 배치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교)

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영양교사 평균 7.87시간, 영양사는 평

균 6.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립병설 유치

원은 8.0시간, 공립단설 유치원은 0.8시간, 사립 유치원은 4.4

시간으로 조사되어, 설립 유형에 따라 근무시간이 유의적 차

이가 나타났다(p<0.001). 이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100인 이

상 200인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2곳당 1명의 영양사

배치 근거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조리인력의 경우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로 인해 조

리사 2인 배치된 곳이 있어, 조리사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총 조리인력은 평균 3.9명으로 공립병설 유치원은 5.3명, 공

립단설 유치원은 2.1명, 사립 유치원은 2.1명으로 조사되어

(p<0.001), 초병설유치원의 조리인력의 배치가 유의적으로 높

고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Lee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학교급식비는 급식

인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급식비가 낮아지고, 조리종사자 인

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급식비가 높아지며 학교급식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초·중학교 모두 급식인원수, 조리인

원수, 학교유형 순서로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따라서 급식비 및 원가 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로 본

<Table 1> General status by types of kindergarten establishment

types of kindergarten

establishment

Categories

Total

(N=245)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
(N=106)

Public kindergarten

(N=18)

Private kindergarten

(N=121) F-value

M SD M SD M SD M SD

No. of class 4.86 2.243 3.77c 1.149 7.17a 1.917 5.47b 2.517 33.493***

No. of kindergarten child 87.46 54.034 53.34b 18.611 107.00a 21.590 114.45a 61.218 53.494***

No. of foodservice children 87.00 54.195 52.63b 18.550 104.83a 20.864 114.38a 61.240 53.864***

No. of school days 198.46 21.221 180.87b 2.123 181.75b 1.291 216.24a 16.612 265.119***

*p<0.05, **p<0.01, ***p<0.001
abcDucan multiple comparison

<Table 2> Foodservice employee status by types of kindergarten establishment

types of kindergarten

establishment

Categories

Total

(N=226)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

(N=103)

Public kindergarten

(N=18)

Private kindergarten

(N=105) F-value

M SD M SD M SD M SD

Nutrition 

teacher

number 0.40 0.491 0.83a 0.373 0.11b 0.323 0.02b 0.137 225.224***

Work hour (h/day) 7.87 1.172 8.05a 0.234 8.00a 0.000 0.60b 0.283 989.771***

Dietitian
number 0.50 0.510 0.17b 0.373 0.83a 0.383 0.76a 0.450 61.313***

Work hour (h/day) 6.12 2.564 8.00a 0.000 8.00a 0.000 4.43b 2.540 26.141***

total 0.89 0.336 1.00a 0.140 0.94a 0.236 0.78b 0.438 12.388***

1st cook
number 1.01 0.273 1.05 0.366 1.0 0.000 0.97 0.168 2.224

Work hour (h/day) 7.55 0.986 8.01a 0.054 8.00a 0.000 7.07b 1.243 28.850***

2nd cook
number 0.08 0.397 0.08 0.519 0.00 0.000 0.09 0.283 0.321

Work hour (h/day) 7.091 1.497 8.00 0.000 - - 6.57 1.694 2.716

Cooking 

employee

number 2.81 2.231 4.31a 2.013 1.10b 0.316 1.07b 0.716 75.731***

Work hour (h/day) 7.38 1.361 8.00a 0.000 8.00a 0.000 6.19b 1.811 44.875***

total 3.89 2.250 5.33a 1.982 2.10b 0.316 2.08b 0.853 71.010***

Basic date: 2021. 3.

*p<0.05, **p<0.01, ***p<0.001
abcDucan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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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유치원별 급식인력의 분석결과는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3. 설립유형별 유치원 급식 원가 차이 분석

유치원 설립 유형별 원생의 급식비 및 식품비, 인건비, 운

영비 원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Table 3>. 원생의 급식비는

평균 3,506원으로 공립병설 유치원 3,822원, 공립단설 유치

원 3,316원, 사립 유치원 2,896원의 순으로 조사되어 설립

유형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서울시 2020

년 기준 유치원 유형별 평균 급식단가는 사립 2,832원, 단설

3,004원, 병설 3,5014원으로 유형별 급식단가에 대한 결과와

비교할 때(Seoul Education News 2021), 연도에 따른 급식

비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어 본 연구의 조사결과가 실

질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급식비 원가별 분석결과, 식품비는 평균 2,644원으로 공립

병설 유치원은 3,253원, 공립단설 유치원은 2,841원, 사립 유

치원은 1,996원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p<0.001), 인건비는

평균 605원으로 공립병설 유치원은 487원, 공립단설 유치원

은 340원, 사립 유치원은 851원으로 조사되어 사립유치원의

급식 인건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운영비는 평균 146원으로 공립병설 유치원은 103원, 공립단

설 유치원은 157원, 사립 유치원은 209원으로 조사되어 설

립 유형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p<0.001). 경기도지

역 초등 급?간식비를 조사한 결과 방학 중 점심급식비는

4,500원인 학교가 가장 많은 결과와 비교할 때, 공립 병설유

치원의 급식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학교급에

따른 제공량의 차이에 기인했을 것으로 사료된다(Yang et al

2018).

유치원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 대상 연구에서 친환

경 급식비 수준은 월 4만 원-5만 원이 응답자 37% 비율로

가장 많았고 급식비가 유치원 전체 운영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미만을 차지한다.’가 48.5%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다(Kim 2009). Park(2009)은 유치원 급식 요구도에 대

한 연구에서 학부모와 교사 모두 적정급식비 수준을 월 2만

5천 원-3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부

에서 우선 지원받기를 원하는 급식경비 항목으로 ‘급식재료

비’를 가장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조사시점의

차이로 현재의 급식비와는 차이가 있었다.

유치원 급식비 인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부모는 급

식비에 식품비와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7.2%, 식품비와 인건비 외에 운영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25.3%로 낮

게 조사되어 학부모의 급식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으로 지적되었다(Lee & Oh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

울시 유치원 학부모의 적정 급식비에 대한 인식조사(Park et

al. 2021)과 함께 유치원 급식 운영자의 적정 급식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4. 유치원 급식비 인식 분석

1) 유치원 급식 운영자의 급식비 인식 분석

서울시 교육청 관내 유치원 급식운영자의 가격민감성 측

정을 통한 수용가격대와 최적가격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1>와 같다. 유치원 급식 운영자의 급식비에 대한 수용가격대

(range of acceptable price)는 3,447원-3,854원으로, 저가한

계점(Point of Marginal Cheapness: PMC)은 3,447원, 고가

한계점(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 PME)은 3,854원

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유치원 급식 최적가격(Optinum

Pricing Point: OPP)은 3,673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최적가격

은 유치원 급식 운영자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는(Too

expensive) 가격과 너무 싸다고 느껴지는 (Too cheep) 가격

응답에 대한 축적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의미한다. 이 지점

이 구매의사가 있다는 응답자의 누적비율이 극대화된 최적

가격이 된다(Lee & Shin 2010). 설립유형별 급식 원가차이

를 분석한 <Table 1>에서 유치원 평균 급식비가 3,506원인

결과와 비교하면, 실제 급식비 원가를 약간 상회한 급식비가

최적 급식비로 운영자는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동일한

서울시 소재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PSM 분석을 한 연

구결과, 학부모의 경우 최적가격이 3,948원으로 분석된 바

<Table 3> Kindergarten meal price by types of kindergarten establishment (unit: won)

types of kindergarten

establishment

Categories1)

Total

(N=209)

kindergartens attached 

to elementary school

 (N=97)

Public kindergarten

 (N=16)

Private kindergarten

(N=96) F-value

M SD M SD M SD M SD

Food cost1) 2,644 732.808 3,253a 301.166 2,841b 215.485 1,996c 517.901 226.795***

Labor cost2) 605 230.411 487b 50.645 340c 158.542 851a 229.709 119.540***

Operation cost3) 146 106.714 103c 55.241 157b 42.563 209a 140.286 24.221***

Total4) 3,506 578.670 3,822a 273.854 3,316b 342.106 2,896c 563.390 87.130***

Basic date: 2021. 3. (w/o teacher meal price)
1)Criteria: lunch price(meal/day) including food cost, labor cost, operation cost w/o milk and snack cost

*p<0.05, **p<0.01, ***p<0.001
abcDucan multipl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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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Park et al. 2021). 이는 학부모의 경우 일반적인 급식

의 판매가격을 준거로 최적가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반

면, 유치원 운영자의 경우 실제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급

식비용에 대한 사전 인지를 바탕으로 응답하여 좀 더 실제

유치원 급식비로 사용되는 급식비를 기반으로 한 최적가격

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설립유형별 급식 운영자의 유치원 급식비 인식 분석

설립유형별 유치원 급식 운영자의 유치원 급식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2>.

유치원 급식 운영자의 급식비 수용가격대는 공립병설 유

치원이 3,605원에서 4,000원(수용가격의 차 396원), 공립 단

설유치원은 3,350원에서 3,575원(수용가격의 차 225원), 사

립유치원은 3,398원에서 3,799원(수용가격의 차 401원)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용가격대가 좁을수록 가격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Park et al. 2021)에서 공립병설 유치원(수용가격의 차 605

원), 사립유치원(수용가격의 차 649원), 공립단설 유치원(수

용가격의 차 746원)의 결과와 비교할 때, 유치원 급식운영자

가 학부모보다 수용가격대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분석되어

학부모에 비해 가격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유형별 최적가격은 공립병설 유치원은 3,950원, 공립

단설유치원은 3,425원, 사립유치원은 3,546원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Park et al. (2021)의 연

구결과 공립병설 학부모는 4,047원, 단설유치원의 학부모는

3,905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3,948원이 최적가격으로 분석

된 결과와 비교할 때, 설립유형별 최적가격에 대한 인식은

운영자의 최적가격이 학부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Table 3>에서 제시한 현재 급식비 분석결과를 고려

할 때 유사한 수준으로, 이 역시 유치원 급식운영자는 실제

급식비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응답하여 좀 더 급

식비 인식이 현실적으로 도출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학부

모의 경우 자녀의 유치원 설립유형과 무관하게 최적급식비

를 유사하게 인식하는 반면, 유치원 급식 운영자는 설립유형

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설립유형에

따른 급식비 실제 지출 금액의 차이가 최적가격에 대한 인

지차이의 준거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유치원의 급식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급식비 및 원가 조사와 PSM 기법을 활용하여 급식

비에 대한 수용가격대와 최적 급식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

으로써, 현실적 급식비를 반영한 유치원 급식비 산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유치원의 평균 학급수는 평균 4.9학급, 평균 원

아수는 87.5명, 평균 수업일수는 198.5일로 조사되었으며, 설

립유형별 평균학급수, 원아수, 수입일수가 모두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유치원 설립유형별 급식인력을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는

공립병설 유치원은 0.8명, 공립단설 유치원은 0.1명, 사립 유

치원은 0.0명 근무하고 있었고, 영양사는 공립병설 유치원은

0.2명, 공립단설 유치원은 0.8명, 사립 유치원은 0.8명으로 평

균 0.5명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설립유형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조리인력의 경우 총 조리인력은 평균 3.9

명으로 공립병설 유치원은 5.3명, 공립단설 유치원은 2.1명,

사립 유치원은 2.1명으로 조사되었다(p<0.001).

유치원 원생의 평균 급식비는 3,506원으로 공립병설 유치

<Figure 1> PSM (Price sensitivity measurement) analysis for the meal price of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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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SM (Price sensitivity measurement) analysis for the meal price by types of kindergarten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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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822원, 공립단설 유치원 3,316원, 사립 유치원 2,896원

의 순으로 조사되어 설립 유형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

났다(p<0.001). 평균 급식비 원가는 식품비는 2,644원으로,

인건비 평균 605원, 운영비 146원으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

별로는 공립병설 유치원 식품비는 3,253원, 인건비 487원, 운

영비 103원이었고, 공립단설 유치원은 식품비 2,841원, 인건

비 340원, 운영비 157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사립유치원은 식

품비 1,996원, 인건비 851원, 운영비 209원으로 조사되어 설

립 유형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유치원 급식 운영자의 급식비에 대한 수용가격대는 3,447

원-3,854원으로, 저가한계점은 3,447원, 고가한계점은3,854원

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유치원 급식 최적가격은 3,948원으

로 분석되었다. 설립유형별 분석결과, 공립병설 유치원이

3,605원에서 4,000원(수용가격의 차 396원), 공립 단설유치

원은 3,350-3,575원(수용가격의 차 225원), 사립유치원은

3,398-3,799원(수용가격의 차 401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급식비에 대한 연구

는 원가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한 급식비 산정으로 이루

어지나, 정책적으로 급식비를 도입하는 시점에 해당 급식비

의 실 운영자가 될 운영자의 인식을 PSM 기법으로 분석함

으로써 원가분석 이외에 정책적 급식비 제시에 따른 운영자

의 급식비 수용 가능 가격대를 사전에 탐색할 수 있는 학문

적 및 정책적 접근의 의의가 있다. 또한 서울지역 유치원 전

수조사를 통해 PSM 분석방법을 통한 유치원 급식 운영자

입장에서 설립유형별 유치원 급식비에 대한 수용가격대와 최

적가격대를 조사함으로써 실질적인 급식비에 기인한 최적 가

격 인식을 탐색한 의의를 갖는다. 이외에도 학부모를 대상으

로 조사된 선행 연구 결과(Park et al. 2021)를 통한 고찰로

유치원 급식비의 정책적 결정시 유치원 급식 운영자와 유치

원 급식 수혜자의 급식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서울시 유치원 급식비 산정 시 급식비의 정

책적 수혜자인 학부모와 급식 운영자를 대상으로 동일 기간

및 동일 PSM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대상별 급식비에 대한 수용 가격을 비교해서 예상할 수 있

는 실용적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급식원가에 대한 DB 축

적이 이루어진다면 학교급식과 같이 급식인원수에 따른 급

식비 영향요인을 검증함으로써 유치원 급식비의 효율적 운

영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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