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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anagement status of food wastes in school meal to find 
the effective ways that would reduce and recycle them.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223 
school dietitians located in Jeonbuk a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 1) Waste was managed by the 
dietitians(54.7%) and cook(42.2%). The waste disposal contract was made by dietitians(65.0%), 
executives(31.4%). Therefore, school dietitians had primary responsibilities in the waste management. 2) As 
disposal ways, 48.9% processed municipal solid waste and food waste together and 46.6% processed 
separately. 3) A half of schools(52.9%) produced food wastes weighed under 10~15kg daily and using food 
wastes as animal food for farms was most popular method to dispose(87.4%). 4) Reasons to have food-wastes 
were disliking the taste of menu(50.2%) and the inappropriate ways of dealing with remaining food(64.1%) 
and donating to food bank(33.6%) in order. 5) The suggested ways to reduce the food-waste was to improve 
on cooking method(72.2%), changing of portion size(61.0%), measuring the amount of leftover food(53.4%) 
and requesting cooperation to educators(52.9%). 6) The reported consequences of reducing the food waste 
were: lowered grocery expenses(46.2%), and inspiring students on helping environmental preservation(23.8%).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should work on finding a method to reduce food-waste and a way to use these 
resources efficiently. It is important to induct student's attitude on recycling remaining products by using food 
bank via nutrition education. Dietitian also should consider to reduce the leftover of food by using a 
standardized 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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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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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고도의 경제적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인구증가, 도시화 및 공업화 등으
로 인하여 그 폐기물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의 직접적 위해는 물론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폐기물의 적정관리의 필요성
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1,2). 폐
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처
리시설의 확충과 발생원에서부터의 감량화 및 재활
용 증대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회수나 에너지
의 재이용 등에 의한 제품생산 및 폐기물 처리비용
의 감소와 제품생산에 따른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1,3). 우리나라 하루 발생 
음식물쓰레기양은 11,397톤으로 1년에 발생하는 음
식물쓰레기의 양은 약 410만여 톤으로 8톤 트럭 
1,400여 대에 달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4). 그러나 국내의 쓰레기 문제는 생산과 소비 및 
재활용의 순환 처리과정이 아닌 소비 및 처분의 비
순환형 처리 과정을 거치는 데만 그치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5).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발생은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
대 실시됨에 따라 초반기에는 크게 감소한 듯 하였
으나 2001년 이후에는 다시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
고, 특히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
는 비중이 여전히 23%를 상회하고 있어 미국의 
10%에 비하면 무척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다
(2,6,7). 또한 2005년부터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
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적인 환경보존 
규제의 강화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
경영전략 수립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단
체급식소에서도 이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8), 국

내에서도 정부의 환경보존정책으로 19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와 100㎡ 이상 음식점 및 호텔 ․ 콘도, 농수산
물 도매 시장, 대규모 점포 등을 감량 의무사업장으
로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유도하기위한 방법이 실시되고 있다(6,9).

국내 단체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관한 연
구는 주로 개별사업장에서 수행한 감량화 방법을 
중심으로 사업장(10), 병원 등(11)의 사례가 소개된 
바 있으며 타 지역의 경우 학교 급식소(12-15)의 전
반적인 학교급식 실태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
가 주이며, 현재 급식 관리자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효과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한 수행이 시급한 업무 
중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학교를 대상
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음식물쓰레기 관리실태 및 운영 현황에 관
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북지역 공립급식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및 운영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영양사 
경력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개별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리방안 모색 및 수
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
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급식학교 223개교의 공
립 학교급식 영양사를 설문 대상자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지는 Choi 등(14)의 연구와 Jung(15)의 연구
의 설문지를 참고로 하여 학교급식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 개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5년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북지역 학교급식영양사 10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소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2. 조사 내용 및 방법

3. 조사 분석 방법

연구결과 및 고찰
1. 학교급식 및 영양사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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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급식실태를 조사, 설문지를 응답케 한 후 설문지
를 수정 보완한 후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전라북
도 학교급식 영양사가 상주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
으로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직접 방문 및 우편조
사를 통해 총 270부를 배부하여 미회수 47부를 제외
한 223부(회수율 82.5%)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은 학교급식 및 영양사의 일
반사항 조사, 음식물쓰레기 관리현황 조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실시시기 조사, 영양사 경력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수행도 및 음식물쓰레
기 감량 후 기대효과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은 조
사대상자의 학력, 근무학교, 급식수, 급식장소, 급식
인원, 급식유형 및 급식 시 식사담당자 등을 조사하
였고, 음식물쓰레기 관리실태 및 운영현황 조사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업무의 담당자, 계약관리자, 근무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처리기기의 유무, 잔
식과 잔반의 처리실태, 음식물쓰레기 발생이유 및 
발생량을 조사하였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12가지 방법(배식량 변경, 잔반량 측정, 교사에게 잔
반량 줄이기 협조요청,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 발
송, 홍보물 게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영양교육 실
시, 조리방법 개선, 기호도 조사, 잔반통 없는 날 운
영, 배식방법 변경, 보상제도(스티커 등) 및 처벌제
도)을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 및 영양사 경
력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실시방법 
조사는 12가지(배식량 변경, 잔반량 측정, 교사에게 
잔반량 줄이기 협조요청,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문 
발송, 홍보물 게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영양교육 
실시, 조리방법 개선, 기호도 조사, 잔반통 없는 날 
운영, 배식방법 변경, 보상제도(스티커 등) 및 처벌
제도)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시행안함’은 1점, 
‘2004년 과거시행’ 2점, ‘2005년 시행’ 3점, ‘과거~현
재까지 시행’은 4점을 부여하여 수행여부에 따라 점
수로 환산하여 수행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11.5 program을 이
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음식물쓰레기 관리
현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12가지 방법 실
시시기 조사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후 기대효과는 
백분율과 빈도로 표시하였고 각 변인에 따른 차이
는 교차분석(x2-test)으로 검증하였다. 영양사 경력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수행도 비교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t-검정(one sample 
t-test)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학교급식 및 영양사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
하였다. 영양사의 경력은 10년 이상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Choi 등(14)의 연구에서 서울 ․ 경기지역 
초등학교 급식소의 영양사 경력은 2~5년(45.7%)과 
비교 시 본 연구는 10년 이상 경력자가 많았다. 학
력은 82.0%가 대학교 졸업으로, 서울 ․ 경기지역의 
경우(14)와 부산광역시, 경북지역(15)의 수준과 유사
하였으나 광주 ․ 전남지역(12)은 55.5%가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에 차이가 있었다. 근무학교는 초등학
교가 59.6%로 조사되었고, 급식수는 1식(점심)을 하
는 경우가 87%로 많았는데 이는 초등학교에 근무하
는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배식장소는 88.8%가 식당에서 배식하였
으나, 서울 ․ 경기지역(14)은 71.7%, 부산지역(15)은 
74.0%가 교실 배식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차이가 있
었는데 이는 대도시의 학교시설 공간 부족 때문이
라 사료되어진다.  급식인원은 1,000명이 32.3%, 
200~500명이 30.0%, 500~1,000명이 27.8% 순이었으
며, 급식 시 식사지도 담당자는 영양사가 44.4%, 영
양사와 담임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경우가 52.5%로 



2. 음식물쓰레기 관리 현황

3.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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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rvey on waste management status N=223
Variables N(%)

Waste disposal
practitioners

Dietitian 122(54.7)

Executives   7( 3.1)

Cook  94(42.2)

Disposal contract

Dietitian 145(65.0)

Executives  70(31.4)

Principal   8( 3.6)

The way of
disposing waste

Municipal solid waste and food 
waste together processing 108(48.9)

Municipal solid waste and food 
waste dividing processing 103(46.6)

Management in foodservice against 
all appearances  10( 4.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ublic school food service and dietitians N=223
Variables N(%)

Dietitian's 
education level

College  10( 4.5)

University 183(82.0)

Postgraduate  30(13.5)

Type of schools

Elementary school 133(59.6)

Middle school  49(22.0)

High school  31(13.9)

Others  10( 4.5)

Place of food 
service

Urban 117(52.5)

Rural  95(42.6)

Others  11( 4.9)

Provided meal

Once (lunch) 194(87.0)

Twice (lunch, dinner)   4( 1.8)

Three times (breakfast, lunch, dinner)  16( 7.2)

Others   9( 4.0)

Place for meal 
service

Classroom  13( 5.8)

Dining rooms 198(88.8)

Class+dining rooms   4( 1.8)

Others   8( 3.6)

Number of 
students

Under 200 persons  22( 9.9)

200-500 persons  67(30.0)

500-1,000 persons  62(27.8)

Over 1,000 persons  72(32.3)

Feeding 
Practitioners

Dietitian  99(44.4)

Teacher   7( 3.1)

Dietitian+teacher 117(52.5)

조사되었지만, Jung(15)의 연구에 의하면 경북지역은 
영양사 67.8%,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경우 26.7%보다
는 높았지만 Choi 등(14)의 연구에서 서울 ․ 경기지
역은 담임교사와 영양사가 함께 식사지도 하는 경
우가 83.3%로 나타나 본 연구보다 함께 실시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
고 앞으로 영양사와 교사가 함께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음식물쓰레기 관리 현황조사는 Table 2에 제시하
였다. 음식물쓰레기 관리 담당자는 영양사가 54.7%, 
조리종사원이 42.2%로 나타났고 Choi 등(14) 연구에
서 서울 ․ 경기지역은 영양사 83.7%, 조리종사원 
2.2%, Jung(15)의 연구에서 경북지역은 영양사 90.8%
가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 시 본 연구에서는 영
양사가 관리하는 비중이 낮았고 지역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행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
리 계약자는 영양사(65.0%) > 행정실 담당자(31.4%)
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으로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
리하는 경우가 48.9%,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46.6%로 나타나 Jung(15)
의 연구에서 경북지역은 ‘함께 처리’ 34.1%, ‘구분처
리’ 58.2%였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결과
는 함께 처리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음
식물쓰레기 관리 담당자 및 계약자,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는 영양사가 관리
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보유 현황은 Fig. 1에 제
시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보유 현황은 전
체 5.8%로 매우 낮은 보유율을 보였다. Jung(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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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ates of holding food waste management machinery

연구에서 경북지역은 8.0%의 보유율을 나타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고, Choi 등(14)의 연구에서 경
기와 서울지역은 각각 78.7%, 36.6%가 보유하고 있
어 수도권 및 서울지역은 보유율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전라북도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음식물쓰레
기 처리기기 보유현황이 매우 저조하였다. 집단급식
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사용했을 경우 
음식물쓰레기량 감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좀 더 
위생적으로 쉽게 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급식소
에서 사용할 경우 기기 설치를 위한 공간의 확보 어
려움, 고가의 기계를 각 급식소에 구비시키기 위한 
급식소의 경제적인 부담 가중 및 대규모 급식소에는 
몇 대의 발효기기 비치만으로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있다고 하였다(16).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보유한 5.8%(n=13)의 대
상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종류, 용량 및 사용하
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
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종류는 잔반처리기기
가 69.2%를 차지하였고, Choi 등(14)의 연구에서 경
기 ․ 서울 지역은 건조발효기가 7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처리기기종류 보유 현 

Table 3.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ood waste management machinery N=13
Variables N(%)

Sorts of 
machinery

Food Waste disposer  9(69.2)

Others  4(30.8)

Machinery 
capacity (kg)

Under 100kg  9(69.2)

100-150kg  2(15.4)

Over 150kg  2(15.4)

Existence of 
management 
machinery

Using  0(  0)

Not using 13(100.)

Reason for not 
using  

Fault of management machinery 4(30.8)

Complicated using method 3(23.0)

Lack of expense 6(46.2)

황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식물쓰레기 처
리기기 용량은 100kg 이하가 69.2%로 가장 많았으
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사용유무는 전체 ‘사용
하지 않음’이 100%로 나타나 전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처리기의 
고장문제와 사용방법의 복잡, 경비 부족 및 전담직
원 배치 곤란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였
는데 이는 Choi 등(14)의 연구에서 서울 ․ 경기 지역
의 미사용 이유와도 유사하였다. 서울특별시성동교
육청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운영 자료
(17)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 실시 초기
에 감량화기기를 사용할 경우 효과적이면서 위생적 
처리 때문에 기기의 설치 운영이 권장되었으나 발
효제의 지속적 공급부족, 분해물 수거와 보관의 어
려움, 제작업체의 원활한 사후 서비스 미흡, 별도의 
공간 필요, 기계의 소음 및 악취, 전담직원의 배치 
및 경제적인 부담가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듯이 집단급식소에서도 이런 문제점으
로 인하여 음식물처리기기 사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식 후 잔식의 처리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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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way of dealing with remaining food place of food service and number of meals N=223
Variables Disposing it Donating to Food bank Contribution to

neighborhood facilities

By Food Service Management types

Urban area (n=117)  43(36.7) 65(55.6)  9( 7.7)

Rural area (n=95)  85(89.5)  8( 8.4)  2( 2.1)

Others (n=11)   9(81.8)  2(18.2)  0(  .0)

Total  N(%) 137(61.4) 75(33.6) 11( 5.0)

χ2-test 63.8***

By food service meal scale

< 200 persons (n=22)  20(90.9)  2( 9.1)  0(  .0)

200-500 persons (n=67)  55(82.1) 10(14.9)  2( 3.0)

500-1,000 persons (n=62)  35(56.5) 24(38.7)  3( 4.8)

> 1,000 persons (n=72)  27(37.5) 39(54.2)  6( 8.3)

Total  N(%) 137(61.4) 75(33.6) 11( 5.0)

χ2-test 38.4***

*** p<0.001

에 제시하였다. 잔식처리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가 61.4%, ‘푸드 뱅크에 기부’가 33.6%로 조사
되었다. Choi 등(14)의 연구에서 서울 ․ 경기지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처리’가 65.2%, ‘푸드 뱅크에 
기부’가 9.0%로 나타났고, Jung(15)의 연구에서 경북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 73.8%, ‘기타’ 7.7%, 
Park(18)의 연구 청주지역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가 87.2%, ‘기타’ 12.8%, Kim 등(12)의 연구 광
주 ․ 전남지역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 가 54.5%, 
‘기타’ 43.2%로 나와 대부분의 지역에서 잔식처리 
방법으로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 방법을 가장 많
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잔식처리 방법은 
도시형의 경우 ‘푸드 뱅크에 기부’ 55.6% >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 36.7% > ‘인근시설 기부’ 7.7% 순이
었고, 농어촌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처리’ 89.5%  
> ‘푸드 뱅크 기부’ 8.4% > ‘인근시설 기부’가 2.1%
로 나타나 대부분 도시형은 ‘푸드 뱅크’처리로, 농 ․ 
어촌형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로 서로 다른 처리 
방식이 적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간(도시와 농
어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그 이유는 농 
․ 어촌의 경우 푸드 뱅크와 같은 기부시설이 없어 

재활용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버
려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어 
확대실시 되어온 남은 음식 재이용 운동(Food Bank)
이 전개되었고. 남은 식품을 기탁 받아 사회복지시
설 등에 제공하는 ‘사랑의 식품나누기’ 운동(한국여
성복지연합회, YMCA 등 민간단체)을 도입했으며, 
식품을 기탁 받아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 하였다. 
또한 ‘남은 음식’ 재이용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재
이용 식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 참여사회단체에 남은 음식 재이용에 따른 운
송비, 인건비, 시설구입비(차량, 냉장고 등) 지원확
대,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탁식품의 안전
성에 대한 책임문제 등 제도개선 추진과 기탁자 ․ 
수혜자간의 신속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
다. 급식인원에 따른 잔식처리 방법은 급식인원이 
200명 미만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처리’가 90.9%, 
‘푸드 뱅크에 기부’가 9.1%로 나타났고, 200~500명
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가 82.1%, ‘푸드 뱅크에 기
부’가 14.9%, ‘인근시설에 기부’가 3.0%, 500~1,000명
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가 56.5%, ‘푸드 뱅크에 기
부’가 38.7%, ‘인근시설에 기부’가 4.8%, 1,00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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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mission of daily food waste by food service meal scale and food service management type N(%)
Variables <10kg 10-50kg 50-100kg >100kg

By food service meal scale daily

Under 200 persons (n=22) 13(59.1)   9(40.9)  0(  .0)  0(  .0)

200-500 persons (n=67) 17(25.4)  47(70.1)  3( 4.5)  0(  .0)

500-1,000 persons (n=62)  2( 3.2)  46(74.2) 13(21.0)  1( 1.6)

Over 1,000 persons (n=72)  3( 4.2)  16(22.2) 40(55.5) 13(18.1)

Total N(%) 35(15.7) 118(52.9) 56(25.1) 14( 6.3)

χ2-test 132.64***

By food service management type daily

Urban area (n=117)  3( 2.6)  51(43.6) 50(42.7) 13(11.1)

Rural area (n=95) 31(32.6)  59(62.1)  4( 4.2)  1( 1.1)

Others (n=11)  1( 9.1)   8(72.7)  2(18.2)  0(  .0)

Total  N(%) 35(15.7) 118(52.9) 56(25.1) 14( 6.3)

χ2-test 75.2***

*** p<0.001

상의 경우는 ‘푸드 뱅크에 기부’가 54.2%, ‘음식물쓰
레기로 처리’가 37.5%, ‘인근시설에 기부’가 8.3%로 
나타나, 급식인원이 적을수록 ‘음식물쓰레기로 처리’ 
하는 비율이 높았고, 급식인원이 많을수록 ‘푸드 뱅
크’나 ‘인근시설에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급식인
원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그 이유는 급
식인원이 많을수록 급식유형이 도시형에 해당되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급식인원이 많을수록 음식물쓰
레기 발생량도 많아 푸드 뱅크를 통해 재이용 시스
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Table 5에 제시하였
다. 급식인원수가 많을수록 급식인원간 유의한 차이
(p<0.001)를 보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많았고, 급
식지역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전체 
10~50kg이 52.9%, 50~100kg이 25.1%이었으며, 도시
형은 10~50kg 미만이 43.6%, 50~100kg 미만이 
42.7%, 농 ․ 어촌형은 10~50kg 미만이 62.1%, 10kg 
미만이 32.6%로 나타나 급식지역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그 이유는 본 연구에
서 도시형 학교보다 농 ․ 어촌형 학교의 학생수가 
적었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급식인원이 증가할수록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였
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4)은 11,397톤, 1년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의 양이 약 410만여 톤으로 8톤 트럭 1,400여 대에 
달할 만큼 발생량이 많다고 하였듯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많은데 비하여 재활용은 21.3% 만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19).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농장의 동물사료
(87.5%) > 민간업체 위탁처리(8.1%) > 쓰레기봉투 사
용(2.2%), 학교에서 퇴비화(2.2%)의 순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급식유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
은 ‘농장의 동물사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농촌형이 
90.5%로 도시형의 경우보다 높았으나 급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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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way of disposing food waste by food service management types and food service meal scale N=223
Variables Animal food

from farms
Composting process

in school
Commision management

by private enterprise
Using waste

envelope

By food service management types
Urban area (n=117) 101(86.3) 3(2.6) 10( 8.5) 3(2.6)
Rural area (n=95)  86(90.5) 2(2.1)  5( 5.3) 2(2.1)
Others (n=11)   8(72.7) 0( .0)  3(27.3) 0( .0)
Total N(%) 195(87.5) 5(2.2) 18( 8.1) 5(2.2)
χ2-test 6.99n.s

By food service meal scale
Under 200 persons (n=22)  18(81.8) 0( .0)  3(13.6) 1(4.6)
200-500 persons (n=67)  61(91.0) 2(3.0)  4( 6.0) 0( .0)
500-1,000 persons (n=62)  57(91.9) 0( .0)  5( 8.1) 0( .0)
Over 1,000 persons (n=72)  59(81.9) 3(4.2)  6( 8.3) 4(5.6)
Total N(%) 195(87.5) 5(2.2) 18( 8.1) 5(2.2)
χ2-test 11.96n.s

n.s not significant

(도시형, 농 ․ 어촌형)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대
부분 동물사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Jung(15)
의 연구에서 경북지역의 경우 ‘농장의 동물사료’는 
76.0%, ‘민간업체 위탁처리’는 20.2%로 나타났고, 
Choi 등(14)의 연구에서 서울 ․ 경기지역의 경우 ‘농
장의 동물사료’는 68.0%, ‘민간업체 위탁처리’가 
8.8%로 나타나, 지역을 불문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으로는 ‘농장의 동물사료’로 가장 많이 처리됨
을 알 수 있었다.

잔반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
하였다. 잔반 발생 요인은 ‘기호도가 낮은 메뉴’가 
50.2%, ‘영양지도 미실시’가 17.9%, ‘폐기량이 많은 
메뉴’가 15.7%로 순으로 나타났다. Choi 등(14)의 연
구 서울 ․ 경기지역은 잔반 발생 이유가 ‘폐기량이 
많은 메뉴’가 59.0%, ‘기호도 낮은 메뉴’가 39.3%,  
‘1인 배식량 부정확’이 1.6% 때문이라고 하였고, 
Jung(15)의 연구에서도 ‘폐기량이 많은 메뉴’가 
88.5%, ‘기호도 낮은 메뉴’가 10.0%, ‘급식인원의 변
동’ 1.5% 때문이라고 한 반면, 본 연구는 기호도가 

Table 7. The cause of plate waste by feeding practices practitioners N=223
Variables N(%)

The menu of producing many wastes  35(15.7)

Disliking the taste of menu 112(50.2)

Inaccuracy  14( 6.3)

Not operate feeding practices  40(17.9)

Others  22( 9.9)

낮은 메뉴가 잔반 발생 원인의 1순위로 꼽는데 반
해 선행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잔반 발생량을 감량시
키기 위한 일환으로 식단 작성 시 급식자의 식품의 
양과 질을 고려한 기호도 높은 메뉴 개발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감량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방법, 실시시기를 조
사한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전체 50% 이상
이 ‘현재(2005년) 시행’하고 있는 감량화 방법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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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peration status of food waste reduction methods
 N=223

Variables N(%)

Changing of portion size

Not  69(30.9)
2004  18( 8.1)
2005 110(49.3)

Past to now  26(11.7)

Measuring the amount of leftover 
food

Not  81(36.3)
2004  23(10.3)
2005  97(43.5)

Past to now  22( 9.9)

Requesting cooperation about 
reducing leftover to educators

Not  82(36.8)
2004  23(10.3)
2005  96(43.0)

Past to now  22( 9.9)

Sending a home communication 
about reducing food waste to 
parents of students

Not 138(62.0)
2004  34(15.2)
2005  42(18.8)

Past to now   9( 4.0)

Noticing informative

Not  92(41.3)
2004  35(15.7)
2005  75(33.6)

Past to now  21( 9.4)

Nutrition education practice for 
reducing food waste

Not 126(56.5)
2004  40(18.0)
2005  44(19.7)

Past to now  13( 5.8)

Improvement in cooking method

Not  35(15.7)
2004  27(12.1)
2005 138(61.9)

Past to now  23(10.3)

Survey on food preference

Not  63(28.3)
2004  54(24.2)
2005  91(40.8)

Past to now  15( 6.7)

Managing
the day of not remaining food

Not 132(59.2)
2004  38(17.1)
2005  44(19.7)

Past to now   9( 4.0)

Changing the way of distribution 

Not 136(61.0)
2004  18( 8.0)
2005  57(25.6)

Past to now  12( 5.4)

Inventory systems (sticker etc)

Not 219(98.2)
2004   3( 1.3)
2005   1( 0.5)

Past to now   0(  .0)

Punishment systems
(giving black marks etc)

Not 221(99.1)
2004   2( 0.9)
2005   0(  .0)

Past to now   0(  .0)

리 방법 개선(72.2%)’ > ‘배식량 변경(61.0%)’ > ‘잔
반량 측정(53.4%)’ > ‘교사에게 잔반량 줄이기 협조
요청(52.9%)’순으로 감량화 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상제도 및 처벌제도’에 의한 
방법은 98% 이상이 거의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배식량 변경(11%) > 조리방법 개선
(10.3%) > 잔반량 측정 및 교사에게 잔반량 줄이기 
협조 요청(9.9%) 순으로 조사되었고 Choi 등(14)의 
연구 서울 ․ 경기지역의 경우 조리방법 개선 및 배
식량 변경방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현재(2005년) 시행하고 있
는 것 중 ‘조리방법 개선’은 같은 식재료가 들어가
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조리방법의 차이에 따라 잔
반량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가장 많이 시행하
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법임을 알 수 있었고 ‘배
식량 변경’ 방법은 61.0%로 두 번째로 많이 시행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급식계획자는 급식 시 급식
자의 영양요구량을 기초로 한 1인 분량을 설정하여 
강제배식 하였을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는 경우
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실제 배식이 이루어지
는 시점에서 급식자는 비선호 음식을 아예 받아가
지 않을 경우 영양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
다는 문제점이 있어 영양사는 학생이 실제 섭취하
는 양을 기준으로 하여 영양적인 부족을 고려한 기
호도 높은 반찬수를 증가시키거나 후식 및 간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완 및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겠고 추후 조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및 정확한 
레시피 개발을 통하여 기호도 높은 메뉴로 잔반량
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잔반량 
측정’ 방법은 53.4%가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에게 
잔반량 줄이기 협조 요청’ 방법은 52.9%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각 학교급식 시 영양사 단독으로 식
사지도를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담임교사 
협조 아래 실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영양교육 실시’ 방
법은 25.5%만이 실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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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raining institutions of way for reducing food waste by experienced dietitian
Variables < 10years (n=77) > 10years (n=146) Mean±SD T-test

Changing of portion size 2.30±1.10 2.47±1.02 2.42±1.05 1.23n.s

Measuring the amount of leftover food 2.12±1.14 2.35±1.01 2.27±1.06 1.50n.s

Requesting cooperation about reducing leftover to educators 2.12±1.13 2.33±1.01 2.26±1.06 1.42n.s

Sending letters to the parents of students 1.45±0.84 1.75±0.95 1.65±0.92 2.42**

Noticing informative 2.05±1.09 2.14±1.04 2.11±1.06 0.62n.s

Practicing nutrition education for reducing food waste 1.57±0.88 1.84±1.00 1.75±0.97 2.08*

Improving cooking method 2.55±0.99 2.73±0.78 2.67±0.86 1.44n.s

Survey on disliking the taste of menu 2.34±0.97 2.22±0.94 2.26±0.95 0.89n.s

Operating the day of not remaining food 1.75±0.99 1.65±0.89 1.69±0.93 0.79n.s

Changing the way of distribution 1.57±0.97 1.85±1.03 1.75±1.01 1.99*

Inventory systems (sticker etc) 1.01±0.11 1.02±0.20 1.02±0.18 0.58n.s

Punishment systems (giving black marks etc) 1.00±0.07 1.01±0.11 1.00±0.09 1.42n.s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낮은 방법이었으나, Choi 등(14)의 연구에서 서울 ․ 
경기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영양교육 
실시를 52.2%가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고 음식
물쓰레기 줄이기 영양교육 방법의 일환으로 퇴식구
에서 직접 대면을 통하여 피급식자를 영양교육을 
실시, 지도, 계몽하였을 때 잔반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므로 학교 급식소에서도 급식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서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때 잔반량 감
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에서 현
재 주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영양교육 
방법 중 ‘교내 방송’, ‘유인물’, ‘게시판 이용’, 등을 
통한 감량화 정보를 제공한 후 음식물쓰레기 감량
화 교육 방법 및 효과를 측정한 연구(15)에서 게시
판이나 유인물과 같은 간접적인 교육방법으로는 음
식물쓰레기 감량화 적극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학생들의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다 직접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영양사 경력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방법의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였

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방법 중 수행
도가 가장 높은 것은 ‘조리방법 개선(2.67)’ > ‘배식
량 변경(2.42)’ > ‘잔반량 측정(2.27)’ > ‘교사에게 잔
반량 줄이기 협조 요청(2.26)’ > ‘기호도 조사(2.26)’ 
> ‘홍보물 게시(2.11)’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Choi 
등(14)의 연구에서 서울 ․ 경기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시방법은 ‘배식량 변경(73.9%)’ > ‘잔반량 
측정(70.7%)’ > ‘교사에게 잔반량 줄이기 협조 요청
(62.0%)’ > ‘홍보물 게시(54.9%)’ > ‘음식물쓰레기 줄
이기 영양교육 실시(52.5%)’  >  ‘조리방법 개선
(50.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배식량의 변경을 1순
위로 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는 조리방법 개선
(2.67)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우선
시 실시하는 방법이 다른 양상이었다. 영양사 경력
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수행도는 배
식량 변경, 잔반량 측정, 교사에게 잔반량 줄이기 
협조 요청, 홍보물 게시, 조리방법 개선, 기호도 조
사, 잔반통 없는날 운영, 보상제도(스티커 등) 및 처
벌제도 방법은 경력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학부모에게 가정통
신문 발송’ 방법(p<0.01),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영양
교육 실시’ 방법(p<0.05), ‘배식방법 변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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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erformance effects by food waste reduction N=223
Variables

Career
N(%) χ2-test

<10years (n=77) >10years (n=146)

Lowered grocery expenses 34(44.1) 69(47.3) 103(46.2)

4.82*

Inspiring students on helping environmental preservation 21(27.3) 32(21.9)  53(23.8)

Reducing cost for dealing waste 12(15.6) 26(17.8)  38(17.0)

Promoting positive awareness about school food service  9(11.7) 15(10.2)  24(10.8)

Promoting awareness about saving of resources by cook  0(  .0)  2( 1.4)   2( 0.9)

Growing awareness about dietitian  0(  .0)  2( 1.4)   2( 0.9)

Others  1( 1.3)  0(  .0)   1( 0.4)

* P<0.05

(p<0.05)을 실시하여 경력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경
력이 10년 이하인 경우보다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
우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후 기대 효과를 조사한 결
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식품비 절감’ 효과가
46.2%로 가장 높았고, ‘학생의 환경보전의식 고취’가 
23.8%,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이 17.0%, ‘학교급식
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진’이 10.8%로 나타나 음식
물쓰레기 감량화 방법의 이용이 자원의 효율적 사
용과 교육적 효과라는 목표에 부합됨을 알 수 있었
다. 영양사 경력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후 기
대효과는 ‘식품비 절감’에 경력 10년 이상과 10년 
이하 각각 47.3%, 44.1%가 있다고 하였고 10년 이하
인 경우 ‘학생의 환경보전의식 고취’가 27.3%가 있
다고 하여 경력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Jung(15)의 연구에 따르면 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법을 수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용의 절감 및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였듯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
법은 1가지 방법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쓰
레기 감량화 방법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 문제
의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전 정책 수립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방법에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전북지역 
공립 급식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관
리실태, 운영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방법을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영양사의 학력은 대졸이 82.0%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은 10년 이상이 65.5%로 가장 높
았고, 근무학교는 초등학교가 59.6%, 급식제공형
태는 1식이 87.0%, 배식장소는 학교식당 88.8%, 
급식 시 식사지도 담당자는 영양사와 교사가 
52.5%, 급식인원은 1,000명 이상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2. 음식물쓰레기 관리 현황에서 쓰레기 관리 담당자
는 영양사가 54.7%, 조리종사원이 42.2%로 나타
났고, 계약 관리자도 영양사 65.0%, 행정실 31.4%
로 영양사가 높게 나타났다. 근무학교 음식물쓰
레기 처리방법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모
두 급식소에서 처리가 48.9%, 일반쓰레기는 학교
에서, 음식물쓰레기는 급식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가 46.6%로 나타났다.

3.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보유현황은 5.8%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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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기 종류는 ‘잔반처리기’가 69.2%, 기기용량
은 100kg 미만이 69.2%로 높게 나타났고, 처리기
기사용유무는 사용안함이 100%,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경비 부족’이 46.2%, ‘처리기의 고장’이 
30.8%, ‘사용 방법이 복잡’이 23.0%로 나타났다.

4. 잔식 처리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가 61.4%, 
‘푸드 뱅크에 기부’가 33.6%, ‘인근시설에 기부’가 
5.0%로 나타났다.

5. 음식물쓰레기 하루 발생량은 10~50kg 미만이 
52.9%, 처리방법은 ‘농장의 동물사료’가 87.5%, 
잔반의 발생 원인은 ‘기호도가 낮은 메뉴’가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방법은 ‘조리방법 
개선’(72.2%) > ‘배식량 변경’(61.0%) > ‘잔반량 
측정(53.4%)’ > ‘교사에게 잔반량 줄이기 협조요
청(52.9%)’ 순으로 4가지 감량화 방법을 가장 많
이 시행하고 수행도도 높게 나타났다.

7.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수행 효과로는 ‘식
품비 절감’(46.2%) > ‘학생의 환경 보전 의식 고
취’(23.8%) >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17.0%) 등 
순으로 나왔다. 

결론적으로 잔식 및 잔반의 처리방법이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은 양이 음식물쓰레기
로 처리되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방법을 실시한 시점을 조사
한 결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방법은 배식량 
변경, 조리방법 변경 및 교사에게 잔반량 줄이기 협
조요청 등의 피급식자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노력
하는 비중이 컸으며, 영양교육 실시, 보상제도 및 
처벌제도’에 의한 방법을 통한 급식자의 적극적인 
참여방법을 동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방
법은 실시한 적이 거의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영양사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음식
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방법 모색에 적극적이었으
며 피급식자의 환경의식 부족으로 인한 음식물쓰레
기 발생량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급식 관리자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각적
인 방법 등을 급식의 전 과정에 걸쳐 모색하여야 
하겠고 식단 작성 시 식품의 폐기량을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 표준조리법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을 통한 음식의 생산량을 통제 및 기초 자료로 
이용, 불가피하게 과잉생산하여 잔식이 발생한 
경우 푸드뱅크 또는 인근시설 기부에 의한 재이
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급식 관리자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방법을 수
립 시 다각적인 방법을 시도하여 해당학교 실정
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며,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생의 
영양지식 향상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사들의 환경교육과 연계함으
로써 쓰레기 감량효과의 극대화 효과 뿐 아니라 
교사와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영양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야 하겠다.

3) 행정당국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재활용 등의 
의사 결정 시 학교의 쓰레기 관리책임자와 충분
한 검토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관리를 모
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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