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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nutrition teachers/dietitians' perception towards production manage-
ment practices as well as the importance & performance of nutrient preservation during production by school 
foodservices. A total of 120 school nutrition teachers/dietitians in the Daegu a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ANOVA using SPSS/Windows (ver 17.0). A ques-
tionnaire consisted of three dimensions with 66 items concern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s and re-
spondents, production management practices, and perceived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nutrient 
preservation. Exactly 79.2% of dietitians responded that scheduling of production management is necessary, 
and 52.5% of respondents perceived that their knowledge for nutrient preservation is of normal/average level. 
Thirty-eight percent of respondents did not establish scheduling of production management; according to them, 
cooking stage has priority over other stages of nutrient preservation. Perceived importance score was higher 
than perceived performance score in all stages of production management. The difference between perceived 
importance and performance in the production scheduling stag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indicate that nutrition control point should be established and managed to prevent nutrient loss in all 
production stages. Further, dietitians who do not take measures to reduce nutrient loss should be carefully 
educated on the importance of nutrient control and be motivated to follow guidelines on nutrient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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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영양적인 식사 제공을 통

해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며,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비약적으

로 확대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학교급식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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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영양과 안전, 기호

를 고려한 급식품질 서비스가 학교급식에서도 적용

되었다(Kim 등 1997; Gregoire 2010). 급식의 품질 특

성은 미생물적, 관능적 및 영양적 요소로 세분화되

어 정의된다(Ang 1979). 학교급식의 미생물적 품질

은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HACCP
시스템 적용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관능적 품질관

리를 위해서는 학교별로 급식만족도 및 기호도 조

사를 통해 학생들의 맛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충

족시키는 메뉴개발 등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Meyer 2000; Meyer 2005). 영양적 품질은 학교급식

법에 의거하여 영양관리 및 기준을 설정하여 각 영

양소가 양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된다(Mini-
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영양섭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칼슘, 비타민 B1, 비타민 B2 등이 부족한 것

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고등학생의 철분 섭취 부족

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Yang 등 2003). 국민건

강영양조사 결과, 12∼18세 연령층에서 단백질, 나트

륨, 비타민 B1을 제외한 에너지, 칼슘, 칼륨, 철, 비

타민 A, 비타민 B2, 비타민 C는 권장섭취량 또는 충

분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12∼18세 여자 

청소년의 철 및 칼슘의 섭취는 평균 섭취량 미만 

비율이 각각 64.7%, 90.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충분한 양의 영양소 

공급은 학교급식 품질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되

어야 할 과제이다.
학교급식 관리자는 식단계획 시 결정한 영양제공

량이 충족하는지 영양가 분석을 통해 확인하며, 근

래에는 영양소 공급량 및 권장량에 대한 비율을 계

산해 주는 전산프로그램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양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식단을 작성하더라도 조

리과정 중에 영양소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제공된 

음식을 모두 섭취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영양소 섭

취가 어렵게 된다(Lee 2005). 특히 학교급식에서 제

공되는 음식이 주로 대량조리로 생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량조리에 따른 영양소 손실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의 영양 관리기준이 생산과정

에서 영양소 보존을 위한 식품 사용량이나 조리방

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급식 

생산과정 중 영양소 손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손실

을 줄이기 위한 생산관리 방안 마련이 영양적인 식

사제공을 통한 학교급식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전통적 급식체계에서 새로

운 급식체계로 변모되면서 영양소 보존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예비식 및 중앙 공급식 급식

체계 조리과정의 영양소 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었다(Ang 등 1978; Bognar 1980). 가열조

리단계, 음식생산 후 보관단계에서 비타민류의 손실

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진 바 있으며(Koehler & 
Hard 1983; Snyder & Matthews 1983; Snyder & 
Matthews 1984; Reiter & Driskell 1985), 조리한 음식

을 0∼3oC로 보관하기 전 급속 냉각하는 동안 비타

민류의 손실이 일어나며, 저장에 따른 비타민 함량

은 시간에 비례하여 손실된다는 선행연구가 이루어

졌다(Erdman & Klein 1982). 또한 분배와 배식단계

에서 비타민 함량은 저장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냉장음식의 비타민 손실은 재가열 시간과 1인 분량

에 비례하며, 고온 보관 시 가장 불안정한 영양소인 

비타민 C는 보관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파괴된다

고 보고되기도 하였다(Bognar 1980; Jaffe 등 1995). 
최근에는 단체급식의 채소 조리과정에서 비타민 C 
손실 방지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생산

단계를 Nutrition Control Point(NCP)로 지정하였을 때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음이 보고되었다(Rodrigues 등 

2010).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는 단체급식 제공 메뉴

의 비타민 B2 및 C의 손실(Kim 1998; Kim 2002)과 

학교급식의 영양적 품질관리에 대한 수행도 평가 

연구(Ryu 등 2006)를 제외하면 생산과정 중의 영양

소 관리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의 생산과정 중 

영양소 손실 최소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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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 영양소 손실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즉, 대구지역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영양소 보존에 대한 인식, 영양소 보존관

리 현황, 급식 생산과정의 영양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단계별 중요도와 수행도를 조사하였다. 연
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학교급식의 영양적 품질관리

의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구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1년 5월 12일부

터 5월 20일까지 학교급식 영양사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정기모임에 참여

한 중ㆍ고등학교 영양사 181명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을 설명하였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143부(79.0%)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부실 기재된 22부를 제외한 93부
를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e-mail을 통해 

연구목적에 대한 커버레터를 포함한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50부). 이 중 31부(62.0%)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부실 기재된 4부를 제외한 27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Ang 1979; 
Ryu 등 2006; Rodrigues 등 2010)를 참고하여 연구 

대상과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보완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어휘

와 난이도를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조사에 사용

하였다. 설문지는 3개 영역, 6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은 학교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영양소 

보존에 대한 영양사 인식과 영양소 보존관리 현황,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단계별 중요도와 수행도가 

해당된다.
학교 일반사항은 학교 및 급식 유형, 급식 운영형

태, 배식방법, 급식 시작년도, 1일 중식 인원수, 조

리종사원 수의 7개 문항이었고, 영양(교)사 일반사항

은 학교급식 업무 경력, 연령, 최종 학력 3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영양소 보존에 대한 영양사 인식에 관한 문항은 

생산관리의 필요성 및 지식,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

산계획 수립 여부, 생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중점관리 되어야 할 생산단계에 관한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

관리의 필요성과 지식 정도에 대한 인식은 Likert 5
점 척도를 이용하여『매우 동의한다』‘5점’에서『전

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으로 평가하였다. 생산계

획 수립여부는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으며, 생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복수응답 하도

록 하였다. 중점관리 되어야 할 생산관리 단계에 대

한 영양사들의 인식은 생산계획, 구매, 저장, 전처리, 
조리, 배식 6단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관리의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은 6단계로 구분된 생산관리 단계에 따라 생산

계획 3개(생으로 제공하는 메뉴, 분산조리 가능 여

부, 레시피 작성 시 고려 여부), 구매 5개(공급자 선

정, 구매명세서에 의한 구입, 영양함량이 높은 식품 

선택, 신선식품 이용률 높임, 배달 시 적정온도 유

지), 저장 3개(식품저장량과 기간결정, 최적 저장조

건 유지, 식품저장방법 교육), 전처리 5개(세척 후 

껍질 제거, 과도한 껍질 제거 방지, 가능한 크게 절

단, 과도하게 불리거나 침수 방지, 냉장해동 실시), 
조리 5개(건열조리법 선호, 재가열방지를 위한 조리

시간 준수, 덜 익은 상태로 가열, 육류 구이 온도 

조절, 최소한의 물과 기름 사용), 배식 4개(조리완료 

후 배식시간 최소화, 국물 포함 배식, 배식량 관리, 
잔식 측정 후 급식계획 반영)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5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매우 동의한다』‘5점’,『전혀 동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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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1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영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통계처리

자료의 처리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 17.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와 응답자의 일반사항, 
영양소 보존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은 빈도와 백분

율을 조사하였다. 영양사 인식 중 생산관리의 필요

성과 지식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영양

소 보존을 위한 생산관리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

해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중요도 

및 수행도의 차이(gap)를 산정하였으며,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

였다. 일반사항에 따른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 검증

은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하여 분석하였으며, 영양사의 영양소 보존 지식 정

도에 따른 생산단계별 수행도의 차이는 매우 잘 안

다(5점), 잘 안다(4점) 응답자를 지식 ‘상’ 그룹으로, 
보통이다(3점)로 응답한 자들을 지식 ‘중’ 그룹, 잘 

모른다(2점), 전혀 모른다(1점)로 응답한 자들을 지

식 ‘하’ 그룹으로 분류하여 일원분산분석으로 차이

를 검증하였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의 사

후검정은 Tukey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대상 학교와 영양사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 27개교(22.5%), 중학교 

45개교(37.5%), 고등학교 48개교(40.0%)로 구성되었

고, 급식유형은 도시형 79.2%로 2/3 이상이 도시형

으로 나타났다. 조리 형태는 자체조리가 89.2%, 배

식형태는 식당배식이 71.7%로 각각 대부분을 차지

하였다. 급식 시작년도는 2000∼2002년 32.5%로 가

장 많았고, 2000년 이전 학교는 45.9%를 차지하였다. 
총 급식인원수는 1,101명 이상 32.5%, 801∼1,100명 

22.5%로 801명 이상이 55.0%를 나타내었다. 조리종

사원 수는 4∼6명 42.5%, 7∼9명 28.3%의 순으로 나

타났다. 영양(교)사의 학교급식 업무 경력은 6∼10년 

경력자가 43.3%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 40.0% 순
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은 30∼39세가 55.8%로 가장 

많았다. 최종 학력은 석사 재학 중이나 졸업자 

57.5%, 대학교 졸업 35.0%, 전문대 졸업은 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영양소 보존에 대한 영양사 인식

1) 생산관리 필요성 및 지식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관리 필요성 및 지식에 

대한 인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영양소 보

존을 위한 생산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60.0%의 영양

사들이 동의, 19.2%가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

며, 필요성에 대한 평균 점수가 3.98로 나타나 영양

소 보존을 위한 생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양소 보존에 관한 지식의 정도에 대해 대

부분의 영양사들은 보통 정도라고 응답하여(52.5%,) 
평균 3.10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영양소 보존을 위한 관리 현황

영양소 보존을 위한 관리 현황의 빈도 분석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생산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여

부에 대해 영양사들 중 61.7%가 수립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생산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시간 부족, 위생관리와의 상충, 시설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1.6%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영양소 관리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생산단계는 가열단계라고 응답한 영양

사의 비율이 68.3%로 가장 높았고, 생산계획 15.9%, 
전처리 10.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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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School

School type
Elementary 27 22.5
Middle 45 37.5
High 48 40.0

Food service type
Urban 95 79.2
Rural 21 17.5
Isolated 4 3.3

Food service system
Conventional 107 89.2
Commissary 13 10.8

Serving place
Dining room 86 71.7
Class room 21 17.5
Dining room＋Class room 13 10.8

Operation years 

≤1996 22 18.4
1997∼1999 33 27.5
2000∼2002 39 32.5
≥2003 26 21.6

Number of meals

≤200 3 2.5
201∼500 20 16.7
501∼800 31 25.8
801∼1,100 27 22.5
≥1,101 39 32.5

Number of employees

≤3 6 5.0
4∼6 51 42.5
7∼9 34 28.3
≥10 29 24.2

Dietitians

Work experience in school food service (years)

≤5 48 40.0
6∼10 52 43.3
11∼15 12 10.0
≥16 8 6.7

Age (years)

≤29 28 23.4
30∼≤39 67 55.8
40∼≤49 21 17.5
≥50 4 3.3

Educational level
College 9 7.5
University 42 35.0
Graduate school 69 57.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 and nutrition teachers/dietitians.
N=120

Variable
n (%)

Mean±SD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Need for production management 23 (19.2) 72 (60.0) 25 (20.8)  0 ( 0.0) 0 (0.0) 3.98±0.63
Knowledge of nutrient preservation  3 ( 2.5) 30 (25.0) 63 (52.5) 24 (20.0) 0 (0.0) 3.10±0.74

5-point Likert scale (5=strongly agree, 1=strongly disagree) was used.

Table 2. Need for production management and perceived knowledge of nutrient preservation.
N=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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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Scheduling of meal production
Yes 74 61.7
No 46 38.3

Reasons not to schedule meal production
 (multiple choice)

Shortage of knowledge  6 11.7
Man-power shortage 12 23.5
Lack of time 11 21.6
Conflict with food safety management 11 21.6
Limited equipment 11 21.6

Critical control step for meal production

Production scheduling 19 15.9
Purchasing  0  0
Storage  4  3.3
Pre-preparation 12 10.0
Cooking 82 68.3
Service  3  2.5

Table 3. Meal production management practices for nutrient preservation.
N=120

3.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단계별 중요와 수행도

1) 생산단계별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단계별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을 평가한 결과 중요도 전체 평균값은 4.03, 수
행도 전체 평균값은 3.83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4). 중요도와 수행도의 전체 평균값의 

차이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1). 모든 생산단계의 Cronbach's al-
pha 값은 0.6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각 단계의 신

뢰성을 입증하였다.

(1) 생산계획

생산계획단계의 3개 문항 전체 평균값은 중요도 

3.84, 수행도 3.45으로 나타났고, 중요도와 수행도 간

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0.001). 분산조리 계획의 중요도가 4.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레시피 작성 시 고려 3.84, 생으로 

제공하는 채소 메뉴선택 3.57의 순으로 중요도에 대

한 인식이 낮아졌다. 수행도는 분산조리 계획이 3.74
로 생으로 제공하는 채소 메뉴선택 3.12, 레시피 작

성 시 고려 3.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 항목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생으로 제공하는 

채소메뉴 선택은 세 항목 중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

가 가장 낮게 나온 문항이었다.

(2) 구매

구매단계에 관한 5개 문항 평균값이 중요도는 

4.02, 수행도는 3.98이었으며 두 값의 차이에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중요도의 경우 공급

자 선정 4.06, 구매명세서에 의한 구입 4.30, 영양함

량이 높은 식품 선택 3.78, 신선식품 이용률을 높임 

4.32, 배달 시 적정온도 유지 4.58로 나타났다. 반면 

수행도는 배달 시 적정온도 유지 4.50으로 나타나 

중요도와 수행도가 전체 25개 항목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공급자 선정의 수행도는 3.63으로 5
개 항목 중 가장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3) 저장

저장단계 3개 문항 평균값은 중요도 4.22, 수행도 

4.11로 나타나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각 문항별 중요도와 수행

도는 각각 식품의 저장량과 기간 결정에서 4.02, 
3.92, 최적의 저장조건 유지 문항에서 4.30, 4.19, 조
리원 대상 식품의 저장방법 교육에서 4.35, 4.21로 

조사되었다. 저장단계는 중요도와 수행도의 값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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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ttribute
Importance (X) Performance (Y)

Difference
(Y-X) t-value

Mean±SD Cronbach's 
alpha Mean±SD Cronbach's 

alpha

Production 
scheduling

Plan uncooked vegetable menu item, if possible 3.57±0.99

0.638

3.12±0.86

0.691

−0.44 4.909***
Cook smaller quantities of menu items as needed 

for service 4.12±0.78 3.74±1.11 −0.38 4.945***

Select cooking procedure and method to reduce 
nutrient loss 3.84±0.92 3.51±0.96 −0.33 4.230***

Total 3.84±0.68 3.45±0.74 −0.39 6.290***

Purchasing

Work with vendors who reliably furnish the 
freshest food and well-preserved products 4.06±1.02

0.707

3.63±1.09

0.635

−0.43 3.653***

Accurately identify and specify in detal the 
product appropriate for the program 4.30±0.88 4.13±0.91 −0.17 2.587* 

Select unrefined versions of foods when 
resonable 3.78±0.93 3.48±0.97 −0.30 3.340**

Work with vendors who reliably furnish the 
freshest food and well-preserved products 4.32±0.91 4.14±0.90 −0.18 3.163**

Identify adequate temp. on receipt of goods 4.58±0.65 4.50±0.72 −0.08 0.961 
Total 4.02±0.61 3.98±0.59 −0.04 4.335***

Storage

Plan deliveries, date products, rotate stock, and 
otherwise manage inventory to allow the 
minimum time needed between delivery and 
consumption

4.02±0.87

0.726

3.92±0.90

0.655

−0.10 1.401

Manage for proper storage conditions 4.30±0.79 4.19±0.82 −0.11 1.650
Train staff for product sanitation and protection 4.35±0.74 4.21±0.84 −0.14 1.934
Total 4.22±0.64 4.11±0.66 −0.11 2.228*

Pre-
preparation

Wash fruits and vegetables before peeling 4.09±0.95

0.754

4.04±0.97

0.661

−0.05 0.831
Refrain from excessive trimming 3.85±0.81 3.63±0.90 −0.22 3.131**
Do not divide foods into smaller pieces than 

necessary to minimize the surface area exposed 3.33±0.87 3.14±0.95 −0.19 2.140*

Soak foods as briefly as possible 3.97±0.83 3.90±0.91 −0.07 0.942
Thaw frozen foods in refrigerator 3.96±0.85 3.64±1.00 −0.32 3.426***
Total 3.84±0.61 3.67±0.62 −0.17 4.612***

Cooking

Use dry heat methods, if possible 3.59±0.84

0.635

3.31±0.87

0.576

−0.28 3.485***
Prepare adequate quantities. Reating foods are 

nutrient-loss double trouble 4.38±0.78 4.33±0.86 −0.05 0.737

Vegetables and fruits should be cooked only until 
done or slightly undercooked 3.36±1.10 2.97±1.11 −0.38 3.812***

Use slow-cookery at low temperatures for less 
drip on large roasts 3.85±0.92 3.58±1.10 −0.28 3.391***

Use little liquid as possible 3.76±0.93 3.59±0.96 −0.17 2.744**
Total 3.79±0.59 3.56±0.60 −0.23 4.912***

Service

Cut and cook food as close to serving time as 
feasible 4.55±0.74

0.789

4.50±0.71

0.756

−0.05 0.904

Utilize pan drippings 4.41±0.75 4.29±0.80 −0.12 2.194*
Carefully serve portion size to meet dietary 

reference intakes 4.43±0.74 4.33±0.80 −0.10 1.598

Measure plate waste for next production schedule 4.16±0.82 3.82±0.90 −0.34 5.228***
Total 4.38±0.60 4.22±0.61 −0.16 4.092***

Total 4.03±0.35 0.905 3.83±0.45 0.868 −0.21 6.351***

*P＜0.05, **P＜0.01, ***P＜0.001.
5-point Likert type scale (5=strongly agree, 1=strongly disagree) was used.

Table 4.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performance on nutrient preservation through prod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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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s
Perceived importance (Mean±SD)

Production 
scheduling Purchasing Storage Pre-

preparation Cooking Service

School type

Elementary 3.64±0.64a 4.14±0.57 4.19±0.55 3.83±0.60 3.85±0.57 4.58±0.48b

Middle 3.76±0.66ab 4.13±0.63 4.24±0.58 3.78±0.68 3.69±0.55 4.20±0.72a

High 4.02±0.70b 4.30±0.61 4.22±0.75 3.89±0.55 3.83±0.61 4.45±0.48b

F  3.305*  1.074 0.440 0.393 0.876  4.153*

Food service system

Conventional 3.44±0.74 3.99±0.60 4.11±0.65 3.68±0.64 3.57±0.60 4.21±0.61
Commissary 3.56±0.75 3.84±0.50 4.05±0.71 3.52±0.32 3.43±0.52 4.17±0.58

t 0.541  3.875 2.079  6.483*  0.038 0.058

Years of food-service 
operated

≤1996 3.60±0.71 4.11±0.60 4.16±0.57ab 3.84±0.52 3.67±0.57 4.48±0.47
1997∼1999 3.98±0.66 4.23±0.59 3.98±0.70a 3.82±0.59 3.78±0.57 4.41±0.47
2000∼2002 3.87±0.71 4.27±0.58 4.29±0.66ab 3.93±0.67 3.91±0.55 4.25±0.75
≥2003 3.80±0.62 4.14±0.66 4.47±0.50b 3.70±0.62 3.69±0.64 4.47±0.57

F 1.429  0.404  3.087* 0.737  1.160 1.094

*P＜0.05.
a, b: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 test.
5-point Likert type scale (5=strongly agree, 1=strongly disagree) was used.

Table 5. Comparison of perceived importance of production management by school characteristics.

두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4) 전처리

전처리단계 5개 문항의 평균값은 중요도가 3.84, 
수행도가 3.67이었으며, 중요도와 수행도 사이에 유

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냉장해동 실시는 

중요도 3.96, 수행도 3.64로서 5개 문항 중 가장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세척 후 껍질제거

와 과도하게 불리거나 침수 방지의 중요도는 4.09, 
3.97, 수행도는 4.04, 3.90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껍질 

제거 방지는 중요도 3.85, 수행도 3.63로 조사되었고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가능한 큰 사이즈

로 절단 항목은 중요도 3.33, 수행도 3.14로 5개의 

문항 중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두 값의 차이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P
＜0.05).

(5) 조리

조리단계의 5개 문항에 대해 중요도 평균값은 

3.79, 수행도 평균값은 3.56으로 나타났다. 재가열 방

지를 위한 조리시간 준수는 중요도 4.38, 수행도 

4.33으로 5개 문항 중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약간 덜 익은 상태로 가열

은 중요도 3.36, 수행도 2.97로 5개 항목 중 수행도

가 가장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0.001). 중요도 인식은 건열 조리법 선호 3.59, 육즙 

손실을 고려한 육류 구이 온도 조절 3.85, 최소한의 

물과 기름 사용 3.76으로 나타났다. 수행도 인식은 

건열 조리법 선호 3.31, 육즙 손실을 고려한 육류 

구이 온도 조절 3.58, 최소한의 물과 기름 사용 3.59
로 나타났으며, 이들 3개 문항의 중요도와 수행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0.001).

(6) 배식

배식단계의 4개 문항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4.38, 
수행도 인식은 4.22로 전체 생산단계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났다. 조리완료 후 배식시간 최소화는 

중요도 4.55, 수행도 4.50으로 중요도와 수행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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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riables
Perceived performance (Mean±SD)

Production 
scheduling Purchasing Storage  Pre-

preparation Cooking Service

School type

Elementary 3.24±0.65  3.97±0.52  4.08±0.58  3.62±0.53 3.61±0.45 4.38±0.50b

Middle 3.41±0.68  3.90±0.66  4.08±0.67  3.60±0.67 3.46±0.53 4.04±0.69a

High 3.61±0.81  4.04±0.55  4.13±0.69  3.76±0.59 3.61±0.71 4.32±0.55b

F 2.335  0.599 0.085 0.963 0.891  3.687*

Food service system

Conventional 3.44±0.74  3.99±0.60  4.11±0.65  3.68±0.64 3.57±0.60 4.21±0.61
Commissary 3.56±0.75  3.84±0.50  4.05±0.71  3.52±0.32 3.43±0.52 4.17±0.58

t 0.000  0.876 0.614  7.091* 0.980 0.094

Serving place

Dining room 3.53±0.78  4.01±0.59  4.15±0.69  3.71±0.61b 3.56±0.65 4.29±0.56
Class room 3.25±0.42  3.90±0.61  4.01±0.53  3.78±0.52b 3.63±0.34 4.03±0.77
Dining room

+Class room 3.25±0.77  3.83±0.57  3.97±0.64  3.21±0.58a 3.38±0.52 4.17±0.58

F 1.806  0.651 0.677  4.344* 0.729 1.549

Number of employees

≤6 3.35±0.64  3.89±0.59  4.02±0.68a  3.67±0.58 3.51±0.50 4.20±0.62
7∼9 3.57±0.83  4.02±0.60  4.02±0.58a  3.62±0.63 3.56±0.60 4.12±0.69
≥10 3.51±0.79  4.07±0.56  4.36±0.63b  3.71±0.66 3.62±0.75 4.41±0.45

F 1.072  1.088  3.060* 0.183 0.275 1.876

*P＜0.05.
a, b: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 test.
5-point Likert type scale (5=strongly agree, 1=strongly disagree) was used.

Table 6. Comparison of perceived performance on production management by school characteristics.

게 나타났고, 두 값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잔

식량 측정은 중요도 4.16, 수행도 3.82를 나타났으며 

가장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2) 학교 특성에 따른 생산단계별 중요도 및 수행

도 인식 차이

학교 특성에 따른 생산단계별 중요도 인식의 차

이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생
산계획에서는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중요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배식단계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5). 급식 시작년도에서는 2003년 이후 급식

을 시작한 학교가 저장에서 높은 중요도를 나타

냈다(P＜0.05). 
학교 특성에 따른 생산단계별 수행도의 차이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학교 특

성에 따른 생산단계별 수행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배식에서 높

았고, 자체조리가 공동조리보다 전처리에서 높게 나

타났다(P＜0.05). 교실배식과 식당배식을 각각 실시

하는 학교가 교실과 식당배식을 함께 실시하는 학

교보다 전처리 단계에서 높게 나타났고, 조리종사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가 9명 이하 보다 저장단계

에서 높게 조사되었다(P＜0.05). 급식형태, 급식 시작

년도 및 급식인원수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영양(교)사 특성에 따른 생산단계별 중요도 및 

수행도 인식 차이

영양(교)사 특성에 따른 생산단계별 중요도 인식

의 차이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

다. 학교급식 업무경력에 있어서는 5년 이하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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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
Perceived importance (Mean±SD)

Production 
scheduling Purchasing Storage  Pre-

preparation Cooking Service

Years in school food 
service

≤5 3.93±0.70 4.40±0.62b 4.50±0.52b 3.95±0.57ab 3.97±0.57b 4.55±0.51b

6∼10 3.73±0.70 4.03±0.57a 4.02±0.67a 3.68±0.60a 3.61±0.58a 4.24±0.66a

≥11 3.91±0.59 4.18±0.51ab 4.06±0.61a 3.99±0.66b 3.79±0.51ab 4.36±0.48ab

F 1.197 5.093**  8.599*** 3.222* 4.783*  3.680*

Age

20∼29 3.80±0.75ab 4.39±0.58 4.39±0.55b 3.88±0.48a 3.84±0.59ab 4.32±0.60
30∼39 3.74±0.65a 4.05±0.63 4.03±0.67a 3.71±0.65a 3.65±0.59a 4.33±0.64
≥40 4.14±0.64b 4.38±0.42 4.54±0.46b 4.11±0.54b 4.07±0.43b 4.61±0.41

F  3.318* 4.635* 7.707** 4.003*  4.981** 2.232

Educational level

College 4.22±0.40 4.64±0.35b 4.14±0.44 4.06±0.42 4.26±0.28b 4.52±0.29
University 3.79±0.75 4.09±0.60a 4.15±0.70 3.68±0.52 3.65±0.54a 4.39±0.46
Graduate school 3.82±0.67 4.21±0.61a 4.28±0.63 3.90±0.67 3.80±0.60a 4.36±0.69

F 1.520 3.181* 0.587 2.364 4.313* 0.290

*P＜0.05, **P＜0.01, ***P＜0.001.
a, b: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 test.
5-point Likert type scale (5=strongly agree, 1=strongly disagree) was used.

Table 7. Comparison of perceived importance on production management by dietitian's characteristics.

Variable
Perceived performance (Mean±SD)

Production 
scheduling Purchasing Storage  Pre-

preparation Cooking Service

Years in school food 
service

≤5 3.32±0.75 3.95±0.54a 4.25±0.58 3.66±0.57ab 3.59±0.58 4.29±0.59
6∼10 3.49±0.73 3.88±0.64a 3.92±0.70 3.55±0.60a 3.44±0.57 4.14±0.66
≥11 3.68±0.67 4.27±0.49b 4.21±0.61 3.99±0.65b 3.75±0.67 4.30±0.51

F 1.758  3.189* 3.542*  3.734* 2.060  0.868

Age

20∼29 3.28±0.74 3.97±0.47 4.14±0.63ab 3.68±0.50 3.49±0.57a 4.16±0.61a

30∼39 3.43±0.72 3.90±0.63 3.97±0.64a 3.60±0.61 3.42±0.57a 4.14±0.62a

≥40 3.72±0.74 4.16±0.57 4.44±0.63b 3.84±0.71 3.99±0.51b 4.54±0.48b

F 2.405 1.673  4.977** 1.367   9.695***  4.178*

Educational level

College 3.25±0.79 4.04±0.58 4.18±0.47 3.84±0.59 3.93±0.53 4.22±0.53
University 3.51±0.67 3.95±0.49 4.06±0.65 3.60±0.47 3.46±0.54 4.26±0.57
Graduateschool 3.44±0.77 3.98±0.65 4.12±0.69 3.68±0.69 3.56±0.62 4.21±0.65

F 0.451 0.096 0.179 0.586 2.358  0.070

*P＜0.05, **P＜0.01, ***P＜0.001.
a, b: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 test.
5-point Likert type scale (5=strongly agree, 1=strongly disagree) was used.

Table 8. Comparison of perceived performance of production management by dietitian's characteristics.

10년인 영양사보다 구매(P＜0.01), 저장(P＜0.001), 조
리(P＜0.05), 배식(P＜0.05)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업무경력이 짧은 영양사가 영양소 보존에 

대해서 구매, 저장, 조리, 배식공정에서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전처리업무에서는 경

력이 11년 이상이 6∼10년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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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ble
Perceived performance (Mean±SD)

Production 
scheduling Purchasing Storage  Pre-

preparation Cooking Service

 Scheduling of production 
management

Yes 3.67±0.72 4.07±0.53 4.23±0.60 3.76±0.64 3.70±0.61 4.35±0.51
No 3.10±0.63 3.81±0.65 3.89±0.70 3.51±0.52 3.31±0.49 4.04±0.70

t 4.366*** 2.366** 2.825*** 2.199** 3.689*** 2.752***

Perceived knowledge of 
nutrient preservation

Upper 3.63±0.83 4.08±0.55 4.27±0.63 3.85±0.65b 3.58±0.69 4.48±0.50b

Middle 3.43±0.69 3.90±0.60 4.07±0.67 3.66±0.59ab 3.61±0.59 4.12±0.69a

Lower 3.27±0.72 4.02±0.61 3.95±0.64 3.44±0.55a 3.36±0.41 4.17±0.39a

F 1.714 1.138 1.726 3.255* 1.537 4.115*

*P＜0.05, **P＜0.01, ***P＜0.001.
a, b: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 test.
5-point Likert type scale (5=strongly agree, 1=strongly disagree) was used.

Table 9. Comparison of perceived performance on management practices by the status of production scheduling and perceived 
knowledge of nutrient preservation management practices.

타났다(P＜0.05).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30대보다 

생산계획(P＜0.05)과 조리(P＜0.01)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20∼30대보다 전처리에서 높게 나타났고(P＜ 

0.05), 40대 이상과 20대가 30대보다 저장에서 높게 

나타났다(P＜0.01). 연령이 높을수록 배식과 구매를 

제외한 생산영역에서 영양소 보존이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었다. 최종 학력에 따른 분석 결과, 전문

대졸이 대졸과 석사 이상의 학력보다 구매와 조리

에서 높게 나타났다(P＜0.05).
영양사 특성에 따른 생산단계별 수행도 인식 차

이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학교급식 업무경력에 

있어서는 11년 이상이 미만보다 구매와 전처리에서 

높게 나타났고(P＜0.05), 저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에서는 40세 이상이 미만보다 저장(P＜ 

0.01), 조리(P＜0.001), 배식(P＜0.05)에서 높았다.

4) 생산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영양소 보존 지

식에 따른 생산단계별 수행도 인식 차이

생산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여부 및 영양사의 영

양소 보존 지식에 따른 생산단계별 수행도의 차이

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Table 9에 제시하였다. 생산

관리 계획을 수립한 그룹은 수립하지 않은 그룹보

다 생산계획(P＜0.001), 구매(P＜0.01), 저장(P＜0.001), 
전처리(P＜0.01), 조리(P＜0.001), 배식(P＜0.001)의 모

든 생산단계에서 수행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영양사의 영양소 보존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상 그룹은 하 그룹보다 전처리 단계에서 높은 수행

도를 보여주었고, 배식단계에서는 상 그룹이 중, 하 

그룹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고 찰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관리 필요성 및 지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생산관리의 필요성은 ‘보통’ 이
상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식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

났다. 영양소 보존에 대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지식은 필요성에 비해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양소 보존을 위한 관리 현

황에서는 약 60%만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미수립 이유로는 인력 및 시간 부족이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단체급식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과 인력

이 식사제공을 해야 하고, 급식시설 부족으로 인해 

영양소 손실을 간과한 결과라 생각된다.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생산단계는 가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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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가장 높았고, 생산계획, 전처리 순이었다. 실제

로 대부분의 식품들은 가열처리 단계에서 영양소의 

함량이 크게 줄어드는데 Harris & Karmas(1975)는 5
인분 가열 조리 시 최대 손실률이 비타민 B1, B2, C 
및 엽산에 대해 60∼100%라고 보고하였는데, 단체

급식에서는 가열시간이 길고, 온도조절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소량조리보다 손실률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과도한 세척이나 소독

공정 시 적절치 못한 침지 시간으로 인해 영양소 

손실이 일어난다. 생산계획 단계에서는 영양소의 손

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생산과정을 고려하고, 레시피

나 분산조리 계획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Gregoire 
2010). 실제 영양(교)사는 영양소 손실이 가장 잘 일

어나는 단계에 대해 가열과 생산계획, 전처리 단계

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단계별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에서 각각 3.8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

여주었다. 냉장ㆍ냉동고 온도관리, 배달시 적정온도 

관리, 재가열 방지를 위한 조리시간 준수, 조리 후 

1.5시간 이내 배식 등과 같은 항목이 HACCP 시스

템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중요도와 수행도의 평균 gap값은 음으로 나타나, 영
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단계의 관리를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HACCP 시스템과 같

은 체계적인 관리방법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영양소 보존을 위한 수행도가 낮았을 것으로 사

료된다.
생산단계별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의 평가 결과, 

생산계획의 3개 항목의 중요도는 평균 3점대, gap값
은 음으로 나타났다(P＜0.001). 분산조리 계획은 중

요도와 수행도 모두 3개의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가열 처리로 인한 영양소 손실을 막기 위해서

는 분산조리가 필요하며, 특히 채소의 조리에 효과

적이다(Gregoire 2010). 조리방법에 따른 영양소 손실

에 관한 연구(Kim 등 1993)에서는 채소의 조리시간

이 증가할수록 영양소 손실이 증가하므로 분산조리

로 조리시간을 줄이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고 하였다.
생산계획에서 중요도와 수행도의 gap값은 3개 항

목 모두 음의 값이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01). 생으로 제공하는 메뉴 선택은 3개 항목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겉절이와 샐러드 등 생

으로 제공하는 채소음식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지만(Ahn & Ro 2009),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에

서 CP 5의 생야채 소독공정을 거쳐야 하고, 햄과 같

은 완제품과 섞는 경우 CCP 2의 잠재적 위험식단의 

공정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관리의 부담 때문에 

메뉴 선택을 꺼리게 된다고 사료된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구매단계 5개 항목 중요도는 평균 4점을 나타내

었고,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공급자 선정, 구매명세서에 의한 구입, 신선식품 이

용률을 높임, 배달 시 적정온도 유지에서 높은 중요

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영양 함량이 높은 식품 선

택에서 3점대로 낮았다. 수행도는 공급자 선정, 영

양 함량이 높은 식품 선택의 2개 항목에서 낮게 인

식되었다. 배달 시 적정온도 유지는 중요도와 수행

도의 평균값이 전체 25개 항목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CCP 3
의 검수에서 배달시 제품의 납품온도와 운송차 내 

적정온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Ministry of Edu-
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공급자 선정은 

5개 항목 중 가장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학교 

보건・급식 기본방향에 의하면 비대면 전자조달 확

대 및 수의계약 억제방침으로 인한 경쟁 입찰 실시

로 영양사는 공급자 선정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

이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저장단계의 3개 항목 중요도는 모두 4점대, 수행

도는 식품의 저장량과 기간 결정을 제외하고 4점대

로 나타났다. 이 단계는 중요도와 수행도의 값이 높

게 나타났고, gap값은 3개 항목 모두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서는 

식재료의 보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CCP 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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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ㆍ냉동고 온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

료된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전처리단계에서 ‘냉장해동 실시’는 중요도와 수행

도의 인식 gap이 5개 항목 중 가장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학교급식은 신선식품에 대해 당일 

입고, 당일 소비를 원칙으로 하는 급식소가 많기 때

문에 냉동 식재료는 급속해동을 실시하게 된다. 냉

동 축산물의 해동방법은 흐르는 물(47.2%), 실온 해

동(21.4%) 순이었고, 냉동 수산물도 흐르는 물

(66.6%) 해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Jeong 등 2007). 세척 후 껍질 제거와 과도하

게 불리거나 침수 방지의 중요도와 수행도가 비교

적 낮은 3점대의 점수를 나타내었고, 가능한 큰 사

이즈로 절단 항목은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이 단계 

5개의 항목 중 가장 낮게 인식되고 있었다.
조리단계 5개 항목 중 재가열 방지를 위한 조리

시간 준수는 5개 항목 중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gap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Ryu 등(2006)의 연구에서도 재가열 방지를 위한 

조리시간 준수에서 가장 높은 수행도를 보였고, 채

소와 과일 가열시 약간 덜 익게 조리에 대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비타

민 B1은 육류 조리과정 중 가장 손실되기 쉬운 영양

소로 조리방법에 따른 손실과 냉동, 냉장 저장에 따

른 함량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보유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는 예비 가열 조리과정과 냉장

저장 7일 후 재가열시로 관찰되었다(Kim 2002). 비

타민 C는 가열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실률이 증가하

고, 채소류를 조리한 10분 후 손실률은 5∼10%이던 

것이 1시간 후에는 30∼40%를 나타내었다(Lim 
1992). 비타민 C는 조리방법과 조리 기구에 따라 손

실률이 달라지며(Leklem 1991), 생산과정 중 데치기, 
썰기, 씻기, 조리 후 보관단계에서 유의적으로 영양

소의 함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콩나물 무침은 

씻은 후 나물을 데치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안이 제

안되기도 하였다(Kim 1998).

배식단계 4개 항목 중요도 인식은 전체 생산단계 

중 가장 높았다. 조리완료 후 배식시간 최소화는 중

요도와 수행도 인식에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에서 CCP 
7. 운반 및 배식에서 조리완료 후 2시간 이내에 배

식을 완료하도록 관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잔식 측정 후 차기 급식계획 반영의 gap값은 조사한 

5개 항목 중 가장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0.001). 급식계획 시 계획한 영양 제공량과 실제 섭

취량을 비교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 특성에 따른 생산단계별 중요도의 차이 검

증 결과, 생산계획에서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중

요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교에서 인원수 

대비 더 많은 양을 생산하므로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 특성별 수행도의 차이에서는 

교실배식과 식당배식을 각각 실시하는 학교가 교실

과 식당배식을 함께 실시하는 학교보다 전처리 단

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교실과 식당배식을 함께 실

시하는 경우, 식당배식 실시 경우보다 업무량이 많

고, 전처리에서 조리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적으므로, 
전처리 단계에서 수행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

이며, Chong & Kwak(2000)의 연구에서도 교실배식

과 식당배식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가 생산단계에서 

HACCP 시스템의 시간 관리 수행도가 낮게 나타났

다. 조리종사원의 수가 많을수록 수행도가 높아 

HACCP 수행도를 연구한 Choi 등(2003)과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급식인원수와 조리종사원 수가 많

을수록 조리종사원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므로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영양사 특성에 따른 생산단계별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양소 보존에 대한 중요

도에 대한 인식은 업무경력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

난 반면, 수행도는 업무경력이 11년 이상에서 구매

와 전처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업무경력이 짧

을수록 영양소 보존이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고 있

으나,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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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업무

경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영양소 손실을 줄이기 위

한 저장조건을 고려하며, 조리방법과 시간을 조절하

고, 충분한 영양소가 제공되도록 배식하고 있었다. 
Ryu 등(2006)의 연구결과에서 30대, 40대가 20대의 

영양사에 비해 구매영역에서 더 높은 수행도를 보

인 것과 일치하였고, 위생관리 수행도를 연구한 

Kwak 등(2001)과 Kim 등(2009)의 결과에서도 영양사

의 근무경력과 연령이 많을수록 수행도 인식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오랜 근무 기간 동안 다양한 경

험을 통해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의 증가와 조리종

사원의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급식관리 수행 수준

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생산계획 수립 여부에 따른 생산단계별 수행도의 

차이를 검증 결과, 생산계획을 수립한 그룹이 그렇

지 않은 그룹보다 생산계획 등 모든 생산단계에서 

수행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식생산에 있

어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영양소 보존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산단계에 따라 영양소 보존을 위하여 

Nutrition Control Point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Rodrigues 등 2010).
영양사의 영양소 보존에 대한 지식에 따른 생산

단계별 수행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상 그룹이 하 

그룹보다 전처리 단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 

상 그룹이 지식 중, 하 그룹보다 배식에서 높게 나

타났다. 전처리 단계는 식자재의 종류와 메뉴에 따

라 전처리의 방법이 달라지므로 영양소 보존에 대

한 지식이 수행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배식단계에서는 생산계획 단계에서 계획

한 영양 제공량을 고려하여 배식량을 관리하는 것

이 중요하다. 영양(교)사는 영양 제공량에 맞는 배식

량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양

소 보존에 대한 지식이 배식단계에서 영향을 준 것

으로 사료된다. 영양소 보존의 지식이 높을수록 식

단계획에서 배식까지 전 단계에서 수행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영양소 보존에 대한 지식을 직접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영양사의 자신에 의한 지식수

준의 인식을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급식 생산단계별 영양소 손실에 

대한 학교영양(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영

양소 보존에 대한 인식, 영양소 보존관리 현황, 생

산단계별 중요도와 수행도를 조사하였다. 대구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1년 9월에서 10월까지 중․고등학교 영양사 181명, 
초등학교 영양(교)사 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각각 143부, 31부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부실 기재

된 설문지를 제외한 120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중 학교급식 일반사항은 초

등학교 22.5%, 중학교 37.5%, 고등학교 40.0%로 

나타났다. 급식유형은 도시형 79.2%이 가장 많았

고, 조리 형태는 자체조리가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배식형태는 식당배식이 71.7%, 급식 

시작년도는 2000∼2002년이 3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1일 급식인원은 801∼1,100명과 

1,101명 이상이 각각 22.5%, 32.5%, 조리종사원 

수는 4∼6명이 4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

다. 조사대상 영양(교)사의 일반사항은 연령별로 

30∼39세가 55.8%로 가장 높았고, 학교급식 근무

경력은 6∼10년이 43.3%, 석사재학중이나 졸업이 

57.5%를 차지하였다.
2.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관리는 79.2%의 영양(교)

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영양소 보존에 대

한 지식은 보통이다 52.5%로 조사되었다. 생산계

획은 38.3%가 수립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수
립하지 않는 이유는 인력부족, 시간부족, 위생관

리와 상충됨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생산단계는 가열단계로 인식하였다.
3.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단계별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을 평가한 결과 중요도 전체 평균값은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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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도 전체 평균값은 3.83으로 비교적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영양소 보존을 위한 생산단계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배식단계가 4.38, 저장단계 

4.22, 구매단계 4.02, 생산계획단계 3.84, 전처리단

계 3.84, 조리단계 3.7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양사들은 배식단계를 영양소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열조리 단계

를 가장 덜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였다. 수행도에 

대해서 영양사들은 배식단계에서 4.22, 저장단계 

4.11, 구매단계 3.98, 전처리단계 3.67, 조리단계 

3.56, 생산계획단계 3.45의 순으로 영양소 보존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수행도

와 중요도의 평균값 차이는 생산계획단계에서 가

장 큰 차이를 나타내어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4. 학교특성에 따라 생산단계별 중요도와 수행도 인

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중요도는 생산계획에서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배식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수행도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배

식에서 높았고, 자체조리가 공동조리보다 전처리

에서 높게 나타났다(P＜0.05). 저장에서 조리원이 

10명 이상인 학교가 높게 조사되었다(P＜0.05). 
영양사 특성에 따른 생산단계별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에서, 중요도는 업무경력이 5년 이하가 그 

이상보다 구매, 저장, 조리, 배식에서 40대 이상

이 그 이하보다 생산계획, 저장, 전처리, 조리에

서, 전문대졸이 대졸이상 학력보다 구매와 조리

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
행도는 업무 경력이 11년 이상이 그 이하보다 구

매, 전처리에서, 40세 이상이 그 이하보다 저장, 
조리, 배식에서 높게 나타났다.

5. 생산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생산단계별 수행도와 

차이를 살펴보면, 생산관리 계획을 수립한 그룹

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 생산단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영양소 보존에 대한 지식에 따른 생산

단계별 수행도와 차이를 살펴보면 지식 상 그룹

이 지식 중, 하 그룹에 비해 전처리와 배식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영양소 보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를 해나가야 한

다. 영양소 손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가열, 전처

리 단계를 NCP(Nutrition Control Point)로 설정하여 

가열시간과 온도, 해동방법, 세척물의 양과 시간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급식 생

산단계에서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품질 표준(quality standards)과 표준레시피 작성 및 

분산조리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양

(교)사와 조리종사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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