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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perception, necessity, and satisfaction of free school foodservice among parents of 
students with and without access to free school foodservice. The sample included parents of students with ac-
cess to free school foodservice (FSF group, 250 parents) or paid school foodservice (PSF group, 250 parents) 
in Taean, Chungnam. With regard to perception of school foodservice, 30% of PSF parents responded that it 
is a necessary part of school education, whereas 52% of FSF parents considered it as a part of national wel-
fare service; this difference was significant (P＜0.001). In terms of positive remarks, most parents in the PSF 
group highlighted convenience whereas the FSF group answered that their children were penalized; this differ-
ence was significant (P＜0.001). In addition, 94% of PSF parents and 96.8% of FSF parents indicated that 
school foodservice is necessary. In terms of the perception of the free school foodservice, more FSF parents 
(96.4%) than PSF parents (84.4%) answered that they knew free school foodservice well; this difference was 
significant (P＜0.001). With regard to target recipients of the free school foodservice, most parents in the PSF 
group said that needy students should be selected, whereas the FSF group said that all students should be eli-
gible; this difference was significant (P＜0.001). Acceptance of free school foodservice in the FSF group 
(34.4%)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PSF group (23.2%). Satisfaction with free school foodservice 
was 3.5 points in the FSF group,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2.9 points in the PSF group (P＜ 

0.001). In summary, parents of students with access to free school foodservice showed more positive percep-
tion and higher satisfaction than parents of students with paid school foodservice. This study recommends that 
parents' suggestions be considered and further perception and responses on free school foodservice be inves-
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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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인 식사를 

공급하고 학부모에게는 도시락의 부담을 덜어주며 

교육의 장으로써 의의를 갖는다(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007).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6.25 전쟁 

이후 국제연합아동구호기금(UNICEF)의 지원에 의한 

빵 급식을 시작으로 1976년 조리급식 시작, 1977년 

｢학교급식규칙｣ 제정,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을 

통해 급식의 체계 구축과 양적 확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2002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

가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Develop-
ment 2000).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

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중

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식비는 

수익자부담 원칙하에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

정이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가정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의 어려움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1999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급식지

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

교급식비 지원이 2010년까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체계

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 대상 학생들의 차

별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

기 위하여 무상급식이 공약사항에 거론되었다. 이후 

무상급식은 2011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2년
에는 면단위 중학교로, 2013년 3월에는 읍단위 중학

교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무상급식은 초ㆍ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기본적

인 사항이며, 지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보고가 있다

(Yoon 2012). 반면 교육 재정의 절대적인 예산 규모

가 갑자기 늘어나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학교 

본원의 역할인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희생해가면

서 무상급식이 절실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적용한다

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보고도 있어(Ha 2010; 
Ha & Kim 2012)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 의견이 대

립되고 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해

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

가와 국민이 유기적인 관계로 급식 문제를 해결하

고 경제적 부담도 제도화 하여 개선할 수 있는 노

력이 요구된다. 특히 무상급식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무상급식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

시되고 있는 상황에서(Hyun & Lee 2013; Ju 2013) 
무상급식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제안하는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자들은 무상급식과 유상

급식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무상급식 학생은 무상급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였지만 실제 급

식 만족도는 유상급식 학생보다 낮았음을 보고하였

다(Kim 등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급식이 무

상급식으로 전환될 때 단순한 행정 중심의 운영보

다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Hyun & Lee(2013)는 제주지역에 전면 무상급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유발되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교사와 학

부모의 인식을 비교분석했을 때, 교사보다 학부모의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높아 학부모에 대한 무상급

식제도의 공감대 형성이 더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상급식과 무

상급식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체계적인 무상 학교급식의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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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riteria N (%)

Father's age (years) 30∼40
41∼50
51 or older

77 (15.4)
388 (77.6)

35 ( 7.0)

Mother's age (years) 30∼40
41∼50
51 or older

167 (33.4)
294 (58.8)

39 ( 7.8)

Father's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3 ( 0.6)
91 (18.2)

241 (48.2)
165 (33.0)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63 (12.6)
294 (58.8)
143 (28.6)

Father's job Self-employed
Professional types
House husband

247 (49.4)
219 (43.8)

34 ( 6.8)

Mother's job Official/office worker
Housewife
Self-employed
Others

164 (32.8)
157 (31.4)
136 (27.2)

43 ( 8.6)

Average income 
(won/month)

1∼2 million
2∼3 million
3∼5 million
5 million or higher

175 (35.0)
139 (27.8)
170 (34.0)

16 ( 3.2)

Residence type Detached house
Apartment
Row house 

258 (51.6)
196 (39.2)

46 ( 9.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충청남도 태안읍에 위치한 유상급식 시행 중학교 

2개와 무상급식 시행 중학교 2개교의 학부모를 대

상으로 각각 250부씩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충남지역 유

상급식 학교의 경우 급식비는 유사하게 책정되어 운

영되고 있는데, 조사가 이루어진 당시 본 조사대상 중

학교의 경우 급식비 부담액은 2,500원이며, 이중 식품

비는 1,670원이었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2일
부터 20일까지 19일간이었다.

2. 조사방법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Kang 2011; Lee 
2011; Kim 2012)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과 설문지

를 학생을 통해 배부하였으며, 각 가정에서 학부모

가 직접 설문작성한 후 회수하도록 하였다.

3. 조사내용

설문지는 일반사항,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무상

급식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일반사항

은 연령, 교육 정도, 직업, 월수입, 주거형태의 5문
항이었으며, 학교급식에 대한 견해는 학교급식의 정

의, 자녀에게 급식을 먹게 하는 이유, 급식의 필요

성, 학부모의 급식 선택권, 급식이 자녀에게 주는 

효과, 급식비 부담액의 6문항이었다. 무상급식에 대

한 인식은 무상급식의 인지, 대상자, 예산 확보, 급

식의 질에 따른 급식거부 의사, 바라는 점, 찬반과 

그 이유의 총 8문항이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총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의 Likert 척도로 조사하여 만족도를 

평가하였으며, 무상급식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총 10
개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0.733이었다.

4. 통계분석

설문조사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pro-
gram 21(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모든 조사 자료는 단순빈도와 백분율, 평
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유상급식과 무상급식 

학부모의 구분에 따른 차이는 비연속변수일 경우 교

차분석(χ2-test), 연속변수일 경우에는 독립표본 t-test



250 |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인식

Variables Criteria PSF1) (n=250) FSF2) (n=250) Total (n=500) χ
2-value

Definition of school 
foodservice

To lift a burden of packing a lunch from parents
A part of school education
The country's welfare service
To provide seasonal ingredients and a well-balanced diet

59 (23.6)3)

75 (30.0)
65 (26.0)
51 (20.4)

24 ( 9.6)
78 (31.2)

130 (52.0)
18 ( 7.2)

83 (16.6)
153 (30.6)
195 (39.0)

69 (13.8)

52.267***

Reason to encourage 
school foodservice

It is implemented at school
If you don't feed, my child would get penalized
It is reliable, because safe and good ingredients are used
It is a part of educational activities at school
Because of its convenience
They can learn a sense of community

0 ( 0.0)
3 ( 1.2)

68 (27.2)
61 (24.4)
98 (39.2)
20 ( 8.0)

19 ( 7.6)
65 (26.0)
37 (14.8)
59 (23.6)
46 (18.4)
24 ( 9.6)

19 ( 3.8)
68 (13.6)

105 (21.0)
120 (24.0)
144 (28.8)
44 ( 8.8)

103.857***

Necessity of school 
foodservice

Yes
No

235 (94.0)
15 ( 6.0)

242 (96.8)
8 ( 3.2)

477 (95.4)
23 ( 4.6)

2.233

Right of parents’ choice 
on implementation of 
school foodservice

No
Neutral
Yes

72 (28.8)
47 (18.8)

131 (52.4)

131 (52.4)
43 (17.2)
76 (30.4)

203 (40.6)
90 (18.0)

207 (41.4)

31.939***

Effects of school 
foodservice

It will help my child correct his/her deviated food habit 
against vegetables and kimchi

Have a school meal with some friends and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ducational effects like learning table manners, nutrition 
education, etc

Health promotion, because it is supplied on time

27 (10.8)

123 (49.2)

53 (21.2)

47 (18.8)

35 (14.0)

45 (18.0)

146 (58.4)

24 ( 9.6)

62 (12.4)

168 (33.6)

199 (39.8)

71 (14.2)

88.160***

Cost per one meal 
borne by the nation 
(won)

0∼500
500∼1,000
1,000∼1,500

118 (47.2)
92 (36.8)
40 (16.0)

155 (62.0)
95 (38.0)
0 ( 0.0)

273 (54.6)
187 (37.4)
40 ( 8.0)

45.063***

1) PSF: paid school foodservice 
2) FSF: free school foodservice
3) N (%)
***P＜0.001 by χ2-test

Table 2. Perception on school foodservice between PSF and FSF parents.

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모든 유의성 검

정은 P＜0.0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1.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2
와 같다. 학교급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유상급식 

학부모 30%가 학교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무상급식 학부모 52%가 국

가의 복지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자녀에게 

급식을 먹게 하는 이유에 대해 편리성이라고 유상

급식 학부모의 39.2%가 응답한 반면, 무상급식 학부

모의 26%는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하므로 안하면 불

이익을 받을까봐라고 응답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0.001). 학교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유상급식 학부모의 94%, 무상급식의 학부모의 

9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급식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유상급식 학부모의 52.4%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무상급식 학부모의 52.4%는 그렇지 않다고 응

답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학교급식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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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riteria PSF1) (n=250) FSF2) (n=250) Total (n=500) χ2-value

Awareness of free 
school foodservice

I know it
I don't know it

211 (84.4)3)

39 (15.6)
241 (96.4)

9 ( 3.6)
452 (90.4)
48 ( 9.6)

20.741***

Target of free school 
foodservice

Selected needy students 
After starting with low-income children, it should be expanded 

step by step
All students 

131 (52.4)
 71 (28.4)

48 (19.2)

61 (24.4)
65 (26.0)

124 (49.6)

192 (38.4)
136 (27.2)

136 (27.2)

59.367***

Budget on the free 
school foodservic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ver all the expenses
From the taxes of the people after increasing taxation
From the social fund
From welfare budget

190 (76.0)
12 ( 4.8)
36 (14.4)
12 ( 4.8)

142 (56.8)
10 ( 4.0)
33 (13.2)
65 (26.0)

332 (66.4)
22 ( 4.4)
69 (13.8)
77 (15.4)

43.733***

Intention of rejection 
according to the 
quality of free 
school foodservice

Yes
No

226 (90.4)
24 (9.6)

170 (68.0)
80 (32.0)

396 (79.2)
104 (20.8)

38.073***

Expectation from 
free school 
foodservice

It will contribute to domestic economy
It will improve the countryʼs welfare standard
It will reduce a sense of incompatibility on selected needy students
It will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 meals by using good 

ingredients such as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143 (57.2)
10 ( 4.0)

6 ( 7.1)
91 (36.4)

152 (60.8)
3 ( 1.2)

78 (31.2)
17 ( 6.8)

295 (59.0)
13 ( 2.6)
84 (16.8)

108 (21.6)

116.462***

1) PSF: paid school foodservice
2) FSF: free school foodservice
3) N (%)
***P＜0.001 by χ2-test

Table 3. Perception on free school foodservice between PSF and FSF parents.

과는 유상급식 학부모의 49.2%가 친구들과 밥을 같

이 먹으며 대인관계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가장 높

게 응답하였고, 무상급식 학부모의 58.4%는 식사예

절, 영양교육 등을 배워 교육적이라 응답하여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현재 급식비 중 한 번 

식사에 국가의 부담액이 0∼500원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유상급식, 무상급식 학부모 각각 47.2%, 62%로 

무상급식 학부모가 유상급식 학부모보다 높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001).

2.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은 Table 3과 

같다. 무상급식에 대해 유상급식 학부모(84.4%)보다 

무상급식 학부모(96.4%)가 알고 있다는 응답이 유의

하게 높았다(P＜0.001). 무상급식 시행 시 어느 계층

까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유상급

식 학부모의 52.4%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을 선

별하여 무상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무

상급식 학부모의 49.6%가 모든 학생에게 무상지급

을 해야 한다고 응답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0.001). 무상급식의 예산 확보에 대해 유상급식의 학

부모 76%, 무상급식 학부모의 56.8%가 국가와 지자

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가장 높게 응답했다. 다
음으로 유상급식 학부모의 14.4%가 사회적 기금으

로 부담한다고 응답한 반면, 무상급식 학부모의 

26%가 복지 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ʻ무상급식 후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ʼ 이라는 질문에는 유상급식, 무상급식 

학부모 각각 90.4%, 68%가 거부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두 군 간 큰 차이를 보여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다(P＜0.001). 무상급식을 하면 기대하는 

점에 대해 유상, 무상급식 학부모 각각 57.2%, 
60.8%가 가정의 경제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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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SF1) (n=250) FSF2) (n=250) Total (n=500) t-value

Sufficient national support fund 1.9±0.63) 2.9±0.7 2.4±1.2 −11.029***

School foodservice is included in school education 4.1±0.1 4.3±0.0 4.2±0.9 −3.335**

Free foodservice help child-rearing 3.0±1.4 3.4±1.1 3.2±1.3 −3.815***

Free foodservice have an effect on child plan in the future 2.4±1.3 3.2±1.3 2.8±1.3 −7.379***

Free foodservice is a part of the compulsory education 3.3±1.4 3.6±1.2 3.5±1.3 −2.735*

Free foodservice will be of great assistance to household economy 3.7±0.8 3.9±0.7 3.8±0.8 −4.162***

Imposition of parents’ opinion into students 2.4±1.0 2.8±1.2 2.6±1.1 −4.129***

Free foodservice is included in the duty of the nation 2.8±1.3 3.4±1.4 3.1±1.4 −5.061***

Stigma effect on selected students disappear after free foodservice is implemented 3.3±1.1 3.9±1.0 3.6±1.1 −5.449***

Agree on free foodservice, although the existing education budget is cut due to 
adding free foodservice into a budget of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1.8±0.9 3.0±1.1 2.4±1.9 −12.580***

Total 2.9±0.6 3.5±0.5 3.2±0.6 −11.600***
1) PSF: paid school foodservice
2) FSF: free school foodservice
3) Mean±SD, score: strongly disagree (1) ∼ strongly agree (5) 
*P＜0.05, **P＜0.01, ***P＜0.001 by t-test

Table 5. Satisfaction degree on free school foodservice between PSF and FSF parents.

Variables Criteria PSF1) (n=250) FSF2) (n=250) Total (n=500) χ2-value

Agreement of free 
school foodservice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130 ( 52.0)3)

29 ( 11.6)
33 ( 13.2)
35 ( 14.0)
23 ( 9.2)

109 (43.6)
30 (12.0)
25 (10.0)
61 (24.4)
25 (10.0)

239 (47.8)
59 (11.8)
58 (11.6)
96 (19.2)
48 (9.6)0

10.091*

Reason to disagree Violation of fairness
Waste of tax
Degradation in the quality of meals

23 ( 15.6)
61 ( 41.5)
63 ( 42.9)

18 (14.2)
52 (40.9)
57 (44.9)

41 (15.0)
113 (41.2)
120 (43.8)

0.168

Reason to agree As an institution of compulsory education, school should pro-
vide free meals, since school meals are a part of education

To avoid reverse discrimination
To avoid stigma effect on selected students and not to break 

their heart

71 (100.0)

0 ( 0.0)
0 ( 0.0)

72 (73.5)

7 ( 7.1)
19 (19.4)

143 (84.6)

7 ( 4.1)
19 (11.2)

22.262***

1) PSF: paid school foodservice
2) FSF: free school foodservice
3) N (%)
*P＜0.05, ***P＜0.001 by χ2-test

Table 4. Consent on free school foodservice between PSF and FSF parents.

음으로 유상급식 학부모의 36.4%가 친환경 농산물 

등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 급식의 질 향상으로 응답

한 반면, 무상급식 학부모의 31.2%는 선별적 급식비 

지원 학생들에 대한 위화감 감소라고 응답해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1).

3.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조사대상 학부모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유

상급식 학부모 63.6%와 무상급식 학부모 55.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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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급식 학부모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상급식, 무상

급식 학부모 각각 23.2%, 34.4%가 찬성한다고 응답

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반대하는 이유는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것 같다는 응답이 유상, 무상급

식 학부모 각각 42.9%, 44.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유상급식 학부모의 100%, 
무상급식 학부모의 73.5%는 급식도 교육이므로 의

무교육기관인 중학교의 급식은 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한편, 무상급식 학부모의 19.4%는 형편이 어

려운 가정만을 돕는 것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위

배된다고 답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4.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대상 학부모의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현재 국가의 지원액의 적절성에 대해 유상급식 학

부모 1.9점, 무상급식 학부모 2.9점으로 무상급식 학

부모가 유상급식 학부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그밖에 학교급식이 교육에 포함되는지, 자녀 

양육에 있어 무상급식이 도움되는지, 향후 자녀계획

에 무상급식이 영향을 주는지 등의 나머지 9개 평

가항목도 무상급식 학부모가 유상급식 학부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

도는 무상급식 학부모가 3.5점으로 유상급식 학부모 

2.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충남 일부지역 중학교 학부모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상급

식 학부모와 무상급식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급식

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무

상급식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찬성한다는 비율이 무

상급식 학부모가 유의하게 높아 유상급식 학부모보

다 무상급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에서 유상급식과 무상급식 

학부모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학교급식은 

유상급식 학부모의 경우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것이

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던 반면, 무상급식 학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의 복지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가장 높게 답하여 무상급식 학부모가 보다 폭넓은 

범위로 학교급식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에게 학교급식을 먹게 하는 이유도 유상급식 

학부모는 편리성 때문에, 무상급식 학부모는 모든 

학생들이 급식을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

아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인

식하는 서로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상급식 학부모(94%)와 무상급

식 학부모(96.8%)의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상급식

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

급식은 국가의 복지서비스라는 응답이 유상급식 학

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온 선행연구(Kim 등 2014)
와 일치하였다. 근래에 무상급식이 사회적으로 이슈

화되면서 학교급식은 학생이나 학교에만 국한된 것

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무상급식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특히 이러한 인식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급식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는지에 대해 유상급식 학부모는 그렇다, 무

상급식 학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

던 결과를 통해 무상급식 학부모는 급식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무상급식에 대한 인지에서 무상급식 학부모는 유

상급식 학부모보다 무상급식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10% 이상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90% 이상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는 무

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인지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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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며, 특히 무상급식

을 경험한 학부모의 인지도가 높았다는 결과는 학

생을 대상으로 보고된 연구(Kim 등 2014)와도 일치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 무상급

식 학부모는 모든 학생들에게, 유상급식 학부모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을 선별해서 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래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는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전자가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

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의 경우는 나이, 자녀 유무 등 특정 자격에만 

해당되면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각이다(Yang 2013). 현재 우리나라 

무상급식은 보편주의 원칙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 학부모가 현재의 무상급식 방

향과 일치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나 정확하게 인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Hyun & Lee(2013)는 학교무상급식 재원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조사에서 무상급식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재원 마

련을 위한 세금 증가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무상급식의 예산 확보는 유상급식 학부모와 무상급

식 학부모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

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무상급식 학부모의 경

우 복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도 높아 재

원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무상

급식 후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유상급식 학부모가 

무상급식 학부모보다 급식을 거부한다는 응답이 

22% 정도 높은 결과는 무상급식 시행 전 급식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높지만 실제 무상급식이 실시

된 후에는 무상급식의 혜택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적극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상급식의 찬반에 대한 의견은 전체 대상자의 

약 60%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는 응답(28.8%)
보다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이유는 급식의 질 저하

와 세금 낭비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아 Hyun & 
Lee(2013)의 연구와 같이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무상급식 학부모가 유상급식 

학부모보다 10% 정도 높게 나타남으로써 무상급식 

학부모가 무상급식제도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

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의 지원액의 

적절성, 학교급식이 교육에 포함되는지, 자녀 양육

에 무상급식이 도움되는지, 향후 자녀계획에 무상급

식이 영향을 주는지,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포함되

는지, 무상급식이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무

상급식도 국가의 의무인지 등의 총 10개 항목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10개 

평가항목의 전체 Cronbach’s α값은 0.7 이상의 신뢰

도를 보여 전체 평균값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긍정

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10개의 모든 

항목과 전체 평균에서 무상급식 학부모가 유상급식 

학부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무상급식 

학부모의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나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평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

문에 비교평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 연구결과는 

충북발전연구원(Chungbuk Research Institute 2011)에
서 조사한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응

답이 50.6%로 부정적인 응답(9.8%)보다 훨씬 높았다

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이나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의

견 차이와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Nam & 
Lee 2013). 본 연구에서 무상급식 학부모의 무상급

식에 대한 지지나 만족도가 높은 결과는 앞에서 무

상급식에 대한 인지, 대상자, 찬반 의견 등의 평가

에서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나타

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

로써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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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무상급식제도가 논란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정책적인 분야로 제한하지 않

고 학교급식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학부모 의견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

한다.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

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무상급식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 및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

적으로 요구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충남지역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유상급식 2개와 무상급식 2개 중학교 학부모 50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유ㆍ무상급식 학부모의 학

교급식에 대한 인식,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 찬반 

및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의 정의에 대해 유상급식 학부모는 학교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것, 무상급식 학부모는 국

가의 복지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가장 높

게 응답하였다(P＜0.001). 자녀에게 급식을 먹게 

하는 이유는 유상급식 학부모는 편리성, 무상급

식 학부모는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하기 때문이라

고 가장 높게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1). 그러나 학교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지에 대해서는 유상급식 학부모(94%), 무상급

식 학부모(96.8%)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답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무상급식에 대해 유상급식 학부모(84.4%)보다 무

상급식 학부모(96.4%)가 알고 있다는 응답이 유

의하게 높았다(P＜0.001). 무상급식 시행 시 어느 

계층까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유상급식 학부모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만을 선

별해서, 무상급식 학부모는 모든 학생에게 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P＜0.001). 
3.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유상급식 학부모

(63.6%)가 무상급식 학부모(55.6%)보다 높았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무상급식 학부모(34.4%)가 유

상급식 학부모(23.2%)보다 높았다(P＜0.05). 반대

하는 이유는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것 같다는 응답

이 유상, 무상급식 학부모 모두 가장 높아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찬성의 이유로는 유상급식 학

부모의 100%, 무상급식 학부모의 73.5%가 급식도 

교육이므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의 급식은 무

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001). 

4.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현재 국가의 

지원액의 적절성, 학교급식이 교육에 포함되는지, 
자녀 양육에 있어 무상급식이 도움되는지, 향후 

자녀계획에 무상급식이 영향을 주는지 등의 모든 

평가항목의 만족도는 무상급식 학부모가 유상급

식 학부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무상급식에 대

한 평균 만족도도 무상급식 학부모가 3.5점으로 

유상급식 학부모 2.9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0.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무상급식 학부모는 

유상급식 학부모보다 무상급식을 인지하거나 찬성

하며 보편적 원리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무상급식

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만족도가 높았다. 무상

급식제도 시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무상급식제도에 대한 충

분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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