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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ttitudes of dietitians regarding medicinal cuisine for school meal services. Data 
was obtained wit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261 dietitians in schools located in Yeoungdong, 
Gangwon-do. Subjects were distributed into three groups (Elementary=116, Middle=106, High=39) and their 
awareness, satisfaction, cooking method, and utilization status of medicial cuisine were assessed. Regarding 
awareness, responders showed highest mean score of 4.57 in perceiving medical cuisines as healthy meal. The 
preferred cooking method includes medicinal cuisines as noodle, boiled in soy sauce, steaming, roasting, and 
dessert. Good taste, easy recipe, nutrition, and reasonable pri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asons for their 
preference for medicinal cuisine. However, low preference of students for medicinal cuisine made it difficult 
to include them into school meals. Methods currently used to serve more medicinal cuisine include the appli-
cation of different recipes using the same ingredi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aving dietitians 
with a higher preference for medicinal cuisine can serve as a strategy to increase the exposure of school stu-
dents to medicinal cuisine. The development of recipes applicable to school foodservices by dieticians and the 
adoption of policies and education programs for medicinal cuisine by the government and associations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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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약선(藥膳)이란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요리자체로도 훌륭한 미각을 느낄 수 있는 건강음

식을 말하는 것으로, ‘膳’은 음식이라는 뜻으로 약선

은 한방음식으로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되는 음식이

다. 약선을 한의학에서는 식품과 식용한약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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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서로 

다른 여러 유형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치

료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항산화, 해독, 면역력 

증진, 항상성 유지 등 생체내의 생리활성을 증대시

켜서 건강하게 장수에 이르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식사요법이다(Park & Kim 2003). 이는 건

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중

국의 오랜 식문화에서 발생된 한방요리로서, ‘약식

동원(藥食同源) 또는 의식동원(醫食同源)(의약과 음

식의 뿌리는 하나다)’이라는 동양전통의학의 사상과 

이론에 근거하여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특징

과 한약재의 기능적 특징을 조화시켜 식도락을 즐

기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전통적

인 건강식 내지는 영양식을 말한다(Cha & Park 2003).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재료인 쌀, 보리, 

밀, 배추, 무, 고추 등은 하나하나 모두가 독특한 성

질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약재료인 구기자, 감초, 
인삼 등의 약재들은 더욱 뚜렷한 성질을 가지고 있

다. 식사로서의 가치와 일정한 목적을 갖는 유효치

를 동시에 지닌 형태의 음식이 바로 약선이다. 식자

재를 배합하되 유사한 성질이나 상호 조화를 이루

는 성질의 것들을 배합하고 그 효능을 높이기 위해 

적합한 식자재나 약재를 배합하면 된다. 반드시 약

재가 들어가야 약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식

자재들로만 구성되어도 그 유효치가 기대하는 수준

만 넘는다면 충분히 약선이라 할 수 있다(Koo 2000).
학교급식은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편식의 교

정 및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통하여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영양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의 

합리적인 식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Yoo 등 2000). 특히 우리나라 고

유의 음식을 보급함으로써 우리 음식문화를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학교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영양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Jung 등 2000). 특히, 
우리의 입맛은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

장하면서 길들여지므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

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은 

우리의 식생활을 변화시켰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

가, 핵가족화, 외국음식의 급속한 유입과 함께 우리

의 입맛,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입맛 변화가 급속히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전통적인 맛이 실

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음식에 대한 

기호 변화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서 우리 음식에 대한 기호

도가 낮아지는 반면 햄버거와 피자 등 외국 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다(Lee 등 2002).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함께 건강에 도움이 되

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주부에 의하여, 학교

에서는 급식담당 영양(교)사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Kim 등 2005; Gang 등 2006). 또한 많이 먹

어보면 기호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Gyeongsagnam- 
do Hamyang-gun Anui Elementary School 2000; Park & 
Kim 2008)의 결과로 볼 때 가정과 학교에서 전통음

식을 접할 기회의 증가는 전통음식에 대한 기호도 

증가와 섭취 증가를 가져와 올바른 식품 섭취 및 

생활습관병의 발병률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았으며, 이 중 약선요리에 대한 아동들의 인

지도와 기호도를 높여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바람직

한 식습관 형성과 함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양하고 있는 전문적인 영양지식을 갖고 

있는 학교급식 및 담당 영양(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Kim 등(1992)은 식행동과 영

양소 섭취상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식행동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식사에 

대한 가치관이며, 그 외에도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

와 정신건강 상태 등이라고 하였다. 
이에 영양(교)사의 인지 조사에 대한 연구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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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조사(Ahn 등 2010)
가 있는데, 전통음식의 활용시의 문제점으로 ‘낮은 

학생 기호도(54.5%)’ 다음으로 ‘장시간 조리(24.7%)’ 
순으로 인식되었으며, 세시음식에 대한 인지도 조사

(Lyu 2003),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조사(Ryu 등 2004; Jang 등 2012) 등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약선요리에 대한 인지도 조

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선요리를 조리할 경우 학교급식 환경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간적인 문제를 기준으

로 살펴보기 위하여 급식소 형태로 분류하여 강원

도 영동지역 영양(교)사들이 약선요리에 대한 인지

도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학교급식에 약선요리를 

도입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척도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해 강릉지역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30명을 선정하여 2013년 3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ㆍ보완하여 

2013년 4월 24일부터 26일(3일간)까지 강원도 영동

지역 학교급식 관계연수에 참석한 영양(교)사를 대

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모두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하거나 부적합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224부(97.4%)
와 참석하지 못한 영양(교)사들에게는 설문지 41부
를 우편 발송하여 회수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설

문지 4부를 제외한 37부(90.2%)를 합하여 총 261부
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과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연령, 근무기간, 결혼 

여부, 가족형태, 식생활관리 주체, 근무지 형태, 총 

급식비 등으로 구성하였다. 초ㆍ중ㆍ고등학교별 약

선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약선요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약선요리는 맛이 좋은가”, 
“약선요리는 건강에 좋은가”라는 3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약선요리에 대한 활용실태는 밥류, 죽류, 면류, 
조림류, 찜류, 탕류, 구이류, 튀김류, 후식류로 분류

하여 측정 척도로는 1점(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2점
(거의 이용 안함: 월 1회), 3점(가끔 이용: 월 2∼3
회), 4점(자주 이용: 주 2∼3회), 5점(거의 매일 이용: 
주 4∼5회)으로 이용 정도를 측정하여 학교급식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약선

요리를 선호하는 이유 및 약선요리 사용여부와 만

족도, 학교급식에서의 약선요리에 대한 사용실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 분석

자료는 SPSS(Versio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

였고, 약선요리에 대한 인지도, 학생들에게 제공하

는 약선요리, 영양(교)사들의 약선요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각 문항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한 측정정도는 1점(매우 아니다, 매우 

이용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매우 이용하

고 있다)으로 구성하였으며,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

분석(χ2-test)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4 | 영양(교)사의 약선요리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실태

Variables Total
261 (100.0)

Elementary
116 (44.4)

Middle
106 (40.6)

High
39 (15.0)

Age 20∼29  68 (26.1) 19 (16.4) 45 (42.5) 4 (10.3)

30∼39  97 (37.2) 46 (39.7) 37 (34.9) 14 (35.9)

40∼49  81 (31.0) 38 (32.7) 24 (22.6) 19 (48.7)

50 and over  15 ( 5.7) 13 (11.2)  0 ( 0.0)  2 ( 5.1)

Work experience (years) 5 and under  53 (20.3) 22 (19.0) 25 (23.6)  6 (15.4)

6∼10 113 (43.3) 31 (26.7) 62 (58.5) 20 (51.3)

11 and over  95 (36.4) 63 (54.3) 19 (17.9) 13 (33.3)

Marital status Unmarried  76 (29.1) 27 (23.3) 41 (38.7)  8 (20.5)

Married 185 (70.9) 89 (76.7) 65 (61.3) 31 (79.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Variables Total Elementary Middle High F

Awareness  4.01±0.631)   4.27±0.71a2) 4.04±0.78a 3.71±0.53b    8.16***

Taste 3.99±0.78 3.94±0.81 3.97±0.77 4.05±0.71 0.03

Health supplement 4.57±0.53  4.59±0.51ab  4.10±0.45a  4.83±0.66b   4.01**
1) Mean±SD, 1: never∼5: extremely yes
2) a,b Values in each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1, ***P＜0.001

Table 2. Awareness of medicinal cuisine.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영

양(교)사의 연령은 30∼39세가 97명(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49세가 81명(31.0%), 20
∼29세 68명(26.1%), 50세 이상 15명(5.7%) 순이었다. 
근무기간은 6∼10년이 113명(43.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결혼여부는 기혼 185명(70.9%), 미혼 76
명(29.1%)이었으며, 근무지 형태에서는 초등학교 급

식소 116명(44.4%), 중학교 급식소 106명(40.6%), 고

등학교 급식소 39명(15.0%) 순이었다.

2. 약선요리에 대한 인지도

영양사(교)들의 약선요리에 대한 인지도를 평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초ㆍ중ㆍ고등학교별 약선요

리의 인지도(P＜0.001)와 약선요리가 건강에 도움을 

주는가(P＜0.01)에 대한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약선요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항

에서는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인지도가 4.2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영양(교)사에서 3.71점으

로 낮게 나타났다. 약선요리에 대한 맛에 대한 인지

도는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약선요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고등학교 

영양(교)사에서 4.8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영양(교)사에서 4.1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3. 약선요리 만족도 조사

조사대상자들의 약선요리 이용 후 만족도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영양(교)사들의 93.5%(244명)
는 약선요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약선요리 이용 후의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178
명(68.2%)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만족한다’
가 45명(17.2%), ‘불만족한다’가 38명(14.6%)의 순으

로 나타났다. 약선요리 이용 후 ‘만족한다’라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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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261 (100.0)

Elementary
116 (44.4)

Middle
106 (40.6)

High
39 ( 15.0)

Experience of using Yes 244 (93.5) 103 (88.8) 104 (98.1) 37 ( 94.9)

No  17 ( 6.5)  13 (11.2)   2 ( 1.9)  2 (  5.1)

Satisfaction Satisfied  45 (17.2)  29 (25.0)  14 (13.2)  2 (  5.1)

Moderate 178 (68.2)  76 (65.5)  68 (64.2) 34 ( 87.2)

Dissatisfied  38 (14.6)  11 ( 9.5)  24 (22.6)  3 (  7.7)

Reason of satisfaction Improved health  13 (28.8)   5 (17.2)   8 (57.2)  0 (  0.0)

Excellent nutrition  17 (37.8)  12 (41.4)   5 (35.7)  0 (  0.0)

Fit to consumers preference   8 (17.8)   8 (27.6)   0 ( 0.0)  0 (  0.0)

Good taste   7 (15.6)   4 (13.8)   1 ( 7.1)  2 (100.0)

Reason of dissatisfaction No effect   6 (15.8)   5 (45.4)   1 ( 4.1)  0 (  0.0)

High price  21 (55.3)   4 (36.4)  16 (66.7)  1 ( 33.3)

Low preferences  11 (28.9)   2 (18.2)   7 (29.2)  2 ( 66.7)

Table 3. Use and satisfaction of medicinal cuisine.
N (%)

Variables Total Elementary Middle High F

Boiled rice  3.46±0.951) 3.45±0.95 3.47±0.90 3.45±1.00  0.03

Gruel 3.28±0.83 3.66±0.67 3.18±0.82 3.00±1.01  2.86

Noodle 3.97±0.87 4.13±0.73a2) 4.01±0.89a 3.78±0.98b  9.05***

Boiled in soy sauce 4.31±0.58 4.19±0.56b 4.33±0.59b 4.41±0.58a  8.98***

Steaming 3.66±0.86 3.99±0.68a 3.54±0.94b 3.44±0.97b 25.16***

Stew 4.54±0.50 4.50±0.52 4.55±0.51 4.58±0.48  1.19

Roasting 3.44±0.90 3.81±0.87a 3.42±0.83b 3.10±0.99c 28.16***

Frying 4.51±0.72 4.56±0.52 4.48±0.76 4.50±0.87  0.84

Dessert 2.63±0.94 2.79±0.97a 2.56±0.84b 2.54±1.02b  6.69**
1) Mean±SD, 1: never∼5: extremely yes
2) a,b,c Value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at **P＜0.01, ***P＜0.001

Table 4. Used cooking method for medicinal cuisine.

한 45명 중 17명(37.8%)은 ‘영양이 풍부해서', 13명
(28.8%)은 ‘건강증진', 8명(17.8%)은 ‘기호도 만족', 7
명(15.6%)은 ‘맛이 좋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약선요

리 이용 후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이유에서는 

‘가격이 비싸다’ 21명(55.3%), ‘기호도가 낮다’ 11명
(28.9%), ‘효과가 없어서’ 6명(15.8%)의 순으로 응답

하였다. 
영양(교)사들이 학교 급식소에서 학생들에게 제공

하는 약선요리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면류(P＜0.001), 조림류(P＜0.001), 찜류(P＜0.001), 

구이류(P＜0.001), 후식류(P＜0.01)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후식류의 평균이 2점
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조림류, 탕류, 튀김류의 

경우 4점대의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면류(4.13), 조림류(4.19), 탕류(4.50), 튀김류

(4.56)의 평균이 높았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면류

(4.01), 조림류(4.33), 탕류(4.55), 튀김류(4.48)의 평균

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면류를 제외한 

조림류(4.41), 탕류(4.58), 튀김류(4.50)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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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tal
261 (100)

Elementary
116 (44.4)

Middle
106 (40.6)

High
39 (15.0) χ

2

Difficulties in offering medicinal cuisine 8.945**

Low preference of students 85 (32.6) 43 (37.1) 31 (29.2) 11 (28.2)

Longer time for cooking 51 (19.5) 23 (19.8) 22 (20.8)  6 (15.4)

Absence of standard recipes 29 (11.1) 17 (14.7)  5 ( 4.7)  7 (17.9)

Too much spice & condiments 28 (10.7) 12 (10.3) 13 (12.3)  3 ( 7.7)

Lack of cooking skills 13 ( 5.0)  7 ( 6.0)  3 ( 2.8)  3 ( 7.7)

Different time to add each ingredient 33 (12.6) 10 ( 8.6) 17 (16.0)  6 (15.4)

Lack of cooking equipment 22 ( 8.4)  4 ( 3.5) 15 (14.2)  3 ( 7.7)

Method being currently used to serve more medicinal cuisine 6.914*

Use different recipe for the same ingredients 93 (35.6) 34 (29.3) 37 (34.9) 22 (56.4)

Find various medicinal cuisine 74 (28.3) 39 (33.6) 32 (30.2)  3 ( 7.7)

Keep serving medicinal cuisine until students got used 58 (22.2) 20 (17.2) 30 (28.3)  8 (20.5)

Nutrition education 15 ( 5.7)  9 ( 7.8)  0 ( 0.0)  6 (15.4)

Training school cooks 15 ( 5.7) 10 ( 8.6)  5 ( 4.7)  0 ( 0.0)

Persuade administrator  6 ( 2.3)  4 ( 3.5)  2 ( 1.9)  0 ( 0.0)

The best strategy considered to increase usage of medicinal cuisine 7.201*

Developing standard recipes 92 (35.3) 39 (33.6) 36 (34.0) 17 (43.6)

Changing recognition by educating students 98 (37.5) 47 (40.5) 43 (40.6)  8 (20.5)

Improving recipe 28 (10.7)  7 ( 6.0) 10 ( 9.4) 11 (28.2)

Improving cooking equipment 32 (12.3) 18 (15.5) 11 (10.4)  3 ( 7.7)

Training school cook with cooking skill 11 ( 4.2)  5 ( 4.3)  6 ( 5.6)  0 ( 0.0)

*P＜0.05, **P＜0.01

Table 6. Utilization status of medicinal cuisine in schools.
N (%)

Variables Total Elementary Middle High F

Good taste  4.00±0.911)   3.91±0.93b2) 3.92±0.88b 4.18±0.93a  3.57*

Quantity 3.67±1.00 3.58±0.97 3.67±0.93 3.77±1.11  1.56

Easy recipe 2.70±0.33 2.99±1.01a 2.60±0.90b 2.51±0.99b 16.45***

Nutrition 3.20±1.05 3.30±1.03a 3.08±1.03b 3.23±1.08a  3.15*

Reasonable price 2.82±1.01  2.84±0.96ab 3.06±1.01a 2.55±1.05b  2.74*

Physical constitution 3.93±1.00 3.82±1.24 3.96±0.90 4.03±0.85  3.33
1) Mean±SD, 1: never∼5: extremely yes
2) a,b Value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ge test at *P＜0.05, ***P＜0.001

Table 5. The reasons for preferring medicinal cuisine.

4. 약선요리 선호 이유

영양(교)사들의 약선요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Table 
5와 같다. 각 그룹별 약선요리를 선호하는 이유에서

는 약선요리의 양과 체질개선을 제외한 맛(P＜0.05), 

쉬운 조리법(P＜0.001), 영양(P＜0.05), 합리적인 가격

(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 영

양(교)사들이 맛(3.91)과 체질개선(3.82)에서 높은 평

균 점수를 보였으며, 중학교 영양(교)사들에서는 맛

(3.92), 체질개선(3.96)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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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영양(교)사에서는 맛(4.18), 체질개선(4.03)
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세 그룹 모두 쉬

운 조리법에서는 낮은 평균 점수대를 보였다. 

5. 학교에서의 약선요리에 대한 활용 방안 

학교급식에서 약선요리의 더 많은 제공을 위해 

약선요리 제공시 어려운 점, 약선요리의 활용을 위

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 및 활용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은 Table 6과 같다. 학교급식에서 약선요리 

제공시 어려운 점(P＜0.01)과 약선요리의 활용을 위

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P＜0.05) 및 활용 증진

을 위한 개선사항(P＜0.05)에 따른 각 학교급별 응답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모두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 

약선요리를 제공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기호도가 낮다' 85명(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조리시간이 오래 걸린다' 51명(19.5%)의 순으

로 응답하였다. 약선요리의 활용을 위해 현재 사용

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같은 재료로 다른 조리법으

로 사용'이 93명(35.6%), ‘다양한 약선요리를 찾아서 

이용' 74명(28.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약선요리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피급식자들의 

교육을 통한 약선요리에 대한 인식 변화' 98명
(37.5%), ‘학교급식에 맞는 표준조리법 개발' 92명
(35.3%)의 순으로 피급식자들의 인식 변화와 표준조

리법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찰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함께 건강에 도움이 되

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주부에 의하여, 학교

에서는 급식담당 영양(교)사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약선요리를 접할 기회의 

증가는 약선요리에 대한 기호도 증가와 섭취 증가

를 가져와 올바른 식품 섭취 및 생활습관병의 발병

률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연구

는 강원도 영동지역에 근무하는 학교 영양(교)사들

을 대상으로 약선요리에 대한 인지도 및 학교급식

에 약선요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용실태에 관하

여 연구하였다. 약선요리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약선요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4.01점으로 응

답하였으며, 각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도 보였다(P＜ 

0.001). Sim(2011)의 연구에서는 식생활 라이프스타

일에 따른 한국 약선음식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0%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나이가 많고 요리경력이 오

래 될수록 한국 약선음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Min(2012)의 연구에서는 단양

지역의 모범음식점 조리사들의 약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조리사들이 

전체 22.7%,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4.5%, ‘잘 모른

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2.7%로 조사되어 조리사들

은 약선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지만 잘 알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Lee & Min(2009)의 영양교사 

대상 연구에서 영양교사들도 약선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

과를 보였다. 
약선요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이 

4.5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Lee & Hwang(2006)의 연

구에서도 일반음식보다 한방음식이 영양가가 높고, 
성인병 예방 및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방음식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 및 대중매체

를 통하여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im(2011)의 연구에서도 

한국 약선요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한 결과, 4.22점의 평균점수를 보여주어, 조사대상자

들 대부분이 한국 약선요리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선요리를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영양이 풍부

해서’, ‘건강증진’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가격이 비싸다’, ‘기호도가 낮다’의 순

으로 응답하였다. Lim & Kim(2012)의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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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선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영양에 대한 만

족도가 5점 만점에 3.8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으로는 맛(3.67점), 가격(3.31점), 편의성(3.03점) 순으

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im(2011)의 연구결

과에서도 약선요리의 재료 구매 조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약선음식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영양 만족도가 4.07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맛 만족도 역시 3.59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가격 

만족도는 3.1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편의성 만족

도는 2.90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항목에 비해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약

선 재료를 구매 후 손질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조리법의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선요리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로 영양이나 

맛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재료를 구입하여 

조리하는 경우에는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므

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약선요리 재료 및 조리법

의 개발이 시급하고, 약선요리의 가격이 비싼 것으

로 인식하여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약선요리를 

사 먹을 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약선요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Kim 등(2009)의 연구에서 한방ㆍ약초 토종요리의 섭

취목적에 있어서 건강을 위해(60.6%), 기능성이 있어

서(22.9%)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한방ㆍ약초 토종

요리가 ‘경제적이다’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50.5%, 아
니다 27.5%로 응답하여 경제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는 않았다. 또한 한방ㆍ약초 토종요리에 대한 중요

도의 순위를 살펴보면, 기능성(건강) 1위＞영양 2
위＞가격 10위 순으로 보여주었지만, 한방ㆍ약초 토

종요리의 품질만족도를 살펴보면 기능성(건강) 1
위＞영양 2위＞가격 12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

격에 맞는 요리의 품질과 맛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양(교)사들의 학교 급식소에서 학생들에게 제공

하는 약선요리를 살펴보면, 탕류(4.54), 튀김류(4.51), 
조림류(4.31)의 순으로 제공한다라고 응답하였다. 
Jung 등(2000)의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 기호도가 

높은 음식을 답하는 형태로 조사한 결과,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음식을 조리법에 따라 분류한 

음식군으로 나누어 봤을 때 밥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튀김류, 국류, 볶음류 등의 순이었다. 이 중 

국류에서는 삼계탕, 육개장, 추어탕, 설렁탕 등이 제

공되었고, 튀김류에서는 야채튀김, 맛탕, 돼지고기강

정, 닭강정 등이 있었으며, 조림류에서는 닭고기야

채조림, 완자조림, 갈비찜, 감자조림, 두부조림 등이 

제공되어졌다. 또한 Min(2012)의 연구에서 약선 메

뉴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9가지 조리방법

에 대한 메뉴 개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제시한 

모든 메뉴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긍

정적인 순서는 밥류, 구이류＞음청류＞조림류＞죽류 

＞떡류＞찜류＞면류＞튀김류의 순이었다. 또한 약선

요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메뉴 개발 가능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학령기때 학

교급식을 통하여 실시되는 영양교육과 맛의 경험은 

일생에 있어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

라서 다양한 조리법을 이용하여 성장기에 있는 학

생들에게 약선요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영양(교)사들의 약선요리를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

보면 맛(4.00)＞체질개선(3.93)＞양(3.67)＞영양(3.20)＞
합리적인 가격(2.82)＞쉬운 조리법(2.70)의 순으로 나

타났다. Kim 등(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 영양사들

이 한국 전통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입맛에 

잘 맞기 때문 48.0%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35.1%, 같은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 12.0%, 영양이 풍부하므로 5.4%, 조리

방법이 과학적이므로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Lee 
& Min(2009)의 연구에서도 약선을 알고 있다고 응

답한 자들이 약선의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P＜0.05). Lim & Kim(2012)의 연구에서는 약선 

이용 동기를 살펴보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가 

88.8%로 가장 많았으며, 약선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약선은 일반음식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생

각한다’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94점으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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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다음으로는 ‘약선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한다

(3.85점)’, ‘약선은 체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

다(3.81점)’, ‘약선은 다른 음식에 비해 영양이 우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3.76점)’ 순으로 나타났다. 
Choi 등(2007)의 연구에서도 웰빙관심 유형별 약선

메뉴 선택속성의 차이검증을 살펴보면, 음식량, 영

양가, 가격만 제외하고 맛, 조리방법, 개인의 체질과 

건강상태 등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P＜0.05)를 보

였다. 
학교에서의 약선요리 제공시 어려운 점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기호도가 낮다(32.6%)’, ‘조리시간이 

오래 걸린다(19.5%)’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피급

식자인 학생들의 약선요리에 대한 낮은 기호도가 

큰 문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Kim 등(2005)의 

연구에서도 한국 전통음식을 학교급식에 제공하기 

어려운 점으로 ‘조리과정이 복잡하여 조리시간이 오

래 걸려서’ 49.3%, ‘학생들의 기호도가 낮아서’ 
36.1%의 순으로 나타났다. Park(2008)의 연구에서는 

음청류를 학교급식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기호도가 낮아서가 60.0%, 배식용기의 사

용이 어려워서 55.0%, 조리방법이 어려워서 48.3%, 
다른 보조식과 달리 개발이 미비해서 35.0%의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직무만족 

요인 분석을 연구한 Sung 등(2013)의 연구에서도 비

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급식횟수의 차이로 인한 업

무량의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으며, 1일 1식
에 비해 2식 이상을 운영하는 경우 업무량은 과중

되고 이에 대한 불만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

였다. 이에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 초등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급식횟수의 차이로 인한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많아

질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약선요

리를 학교급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리과정이 

복잡하여 정해진 시간에 제공하기 어려운 점과 학

생들의 입맛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식습관이 형성되기 이전의 학생들에

게 영양적으로 우수한 약선요리를 자주 접할 수 있

도록 표준화된 조리법이 시급히 연구ㆍ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약선요리를 급식에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

고 있는 방법으로 같은 재료로 다른 조리법으로 사

용 35.6%, 다양한 약선요리를 찾아서 이용 28.3%, 
그냥 계속 약선요리를 제공하여 피급식자를 적응시

킨다 22.2% 순이었다. 이는 Ahn 등(2010)의 연구에

서도 같은 재료로 다른 전통 조리법으로 변형 

49.0%, 다양한 전통음식을 찾아내어 이용 26.3%, 그
냥 계속 전통음식을 사용하여 피급식자를 적응시킨

다 1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선요리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피급식자들의 교육을 

통한 약선요리에 대한 인식 변화 37.5%, 학교급식에 

맞춘 표준조리법 개발 3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는 Ahn 등(2010)의 연구에서도 전통음식의 표준조리

법 개발 54.5%,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 25.3%, 조리

법 개선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Park(2008)의 연

구에서 음청류를 학교급식에 활용하기 위한 중점적 

개선 방안으로 음청류의 위생적 조리시설 58.0%＞

경제적인 가격 52.3%＞맛의 표준화 51.1%＞맛 개선 

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선요리의 표준

조리법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 번째로 강원도 영동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영양(교)사의 분포수가 고

르지 않아 3개 집단의 자료 분석상 어려움을 가지

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경력, 고용형태 등에 따른 

다양한 비교 분석을 하지 못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

행함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양(교)사의 약선요리에 대한 기호도가 학

교급식에서 약선요리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약선요리에 대

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학교급식에서의 활용

수준은 낮았다. 이에 영양(교)사들은 약선음식의 장

점을 잘 유지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조리법과 비싸지 않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약선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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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필요하다. 학교급식 대상자들의 특성(연령, 
체력, 발육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메

뉴와 급식 대상이 좋아할 수 있는 조리방법을 선택

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강원도 영동지역 학교 영양(교)사의 약

선요리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학교급식에서의 

약선요리 활용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며 활용증대방

안을 도출하고자 2013년 4월 총 261명의 학교 영양

사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고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약선요리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4.01점(P＜0.001)으로 나타났으며, 약선요리

의 맛에 대한 인지도는 3.99점으로 나타났다. 또

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4.57
점(P＜0.01)으로 나타났다. 약선요리를 사용한 경

험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244명(93.5%)이 사용

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사용 후 만족

도는 ‘보통이다’ 178명(68.2%), ‘만족한다’ 45명
(17.2%), ‘불만족한다’ 38명(14.6%)으로 조사되었

다. 만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양이 풍부해서’ 
17명(37.8%), ‘건강증진’ 13명(28.8%)의 순으로 응

답하였으며, 불만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격이 

비싸다’ 21명(55.3%), ‘기호도가 낮다’ 11명(28.9%)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 약선요리를 학교급식소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는 조림류(4.31), 탕류(4.54), 튀김류(4.51)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초ㆍ중ㆍ고 급식소에 

따른 각 그룹간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면류(P＜ 

0.001), 조림류(P＜0.001), 찜류(P＜0.001), 구이류(P
＜0.001), 후식류(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약선요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맛(4.00)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체질개선(3.93)＞양

(3.67)＞영양(3.20)＞합리적인 가격(2.82)＞쉬운 조

리법(2.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맛(P＜0.05), 쉬

운 조리법(P＜0.001), 영양(P＜0.05), 합리적인 가

격(P＜0.05)에서 세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3. 학교급식에서 약선요리를 제공할 때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기호도가 낮아서’ 85명(32.6%), ‘조리시

간이 오래 걸린다’ 51명(19.5%)의 결과가 나타났

으며, 세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도 나타났다(P
＜0.01). 약선요리의 활용을 위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같은 재료로 다른 조리법으로 

사용’ 93명(35.6%), ‘다양한 약선요리를 찾아서 이

용’ 74명(28.3%), ‘학생들이 약선요리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제공한다’ 58명(22.2%)으로 답하였

다. 약선요리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

로 ‘피급식자들의 교육을 통한 약선요리에 대한 

인식 변화’ 98명(37.5%), ‘학교급식에 맞는 표준조

리법 개발’ 92명(35.3%)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약선요리는 건강에 

유익하고, 영양이 풍부하여 선호하지만 급식소에서 

사용하기에 가격이 비싸고, 피급식자의 기호도가 낮

으며, 조리시간이 길고, 표준조리법이 없다. 또한 피

급식자의 기호도가 낮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약선요

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식습관 형성기

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을 통하여 

약선요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약선요리의 복잡한 조리과정을 간편화하

고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약선요리에 관

한 학교급식 표준조리법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학교급식 영양사는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기호

도를 파악하여 식단 작성 시에 고려하고 학생들이 

약선요리에 익숙하게 길들여지기 위해서 주기적으

로 약선요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

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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