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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in modern dietary life and its influence on the envi-

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industry carries great significance.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dietitians’ perceptions of sustainable business-and-industry foodservice and 

their intentions to perform sustainable practices by applying a mixed methodology. For the quantitative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362 dietitians who had worked at a contact foodservice company for 

more than 1 year. The survey was performed from December 15th, 2011 to January 30th, 2012, and 202 re-

s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For the qualitative a study,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during 

May, 2012 with representative employees of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results, dietitians seemed to be 

unfamiliar with the terms “sustainability” or “sustainable development,” whereas they understood related con-

tents and practices. Dietitians’ awareness and perceived need in terms of sustainable business-and-industry 

foodservic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ross general characteristics. Dietitians seemed to be highly aware 

of the impacts of business-and-industry foodservice on economy, whereas they appeared to lack understanding 

of its impacts on society and environment. Cost increase and levy on work in daily operations were consid-

ered as main obstacles hampering dietitians’ intentions to perform sustainable practices. A total of 88.1% of 

responding dietitians expected that the meal price at a sustainable business-and-industry foodservice should be 

higher than the supposed standard price of 4,000 won, with an average reaching 5,270 won. Findings from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eline information for vitalizing sustainable business-and-industry foodserv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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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

ment and Development)가 1987년 우리들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래세 의 필

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 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면서 

처음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성

의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고 부정확한 개념이라는 비

판을 받아왔고, 따라서 이를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

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Kim & Sa 

1999, Kim 2008). Kwon(2002)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정립에 한 연구에서 지금까지 소개된 지속

가능성에 한 다양한 정의들을 분석하고, 일반적으

로 모든 정의들이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에서 지

속가능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3E’로 

변되는 경제(Economy), 사회적 형평성(Equity), 환경 

또는 생태계(Environment or Ecology)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이를 추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

세이며,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세  모두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사회후생을 증 시키는 것이 지속가

능성의 궁극적인 지향점임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오

늘날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실천이념이라고 할 만큼 전 산

업 분야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급식과 상업적 외식을 포함하는 외식산업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 인의 식생활에서 차지

하는 외식의 중요성과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이

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Clancy 1999; Baldwin 2009; Baldwin 등 2011; 

Harmon 등 2011). 국내 외식산업의 규모는 2010년을 

기준으로 약 68조원에 달하고(Korean Foodservice 

Information 2013), 학기 중 국민의 20%가 넘는 1,000

만명 이상이 하루 한 끼 이상을 급식으로 먹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으며(Yoon 등 2013), 도시 가구당 

외식비는 전체 식료품 지출의 약 47%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Korean Foodservice 

Information 2013). 또한 외식산업을 포함하는 식량 

공급(Food Supply)은 건축(Building), 수송(Transporta-

tion)과 더불어 지구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상위 세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Baldwin 등 2011).

이에 따라, 최근 4∼5년 전부터 미국과 영국의 관

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외식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일고 있

다. 이들 관련 단체들은 지속가능한 외식이란 ‘조직

의 운영에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성을 적극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SRA 2010), 

‘기존의 그린(Being Green)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

의하고 있다(Sustain 2010). 표적으로 미국의 Green 

Seal(GS), Green Restaurant Associations(GRA), Interna-

tional Facility Management Association Foundation 

(IFMA Foundation)과 영국의 Sustain: The alliance for 

better food and farming(Sustain), Sustainable Restaurant 

Association(SRA) 등 관련 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해 외식업체들이 실천해야 할 지침들을 마련

하고 이의 실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

하며 일정 수준을 도달할 경우 인증을 수여하는 등

의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외식업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실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다(GRA 2009; GS 2009; 

IFMA Foundation 2009; SRA 2010; Sustain 2010). 또

한 Baldwin 등(2011)은 제품과 서비스 생산의 투입 

및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발생하는 환경에 

한 영향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적용하여 외식산업이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즉 외식의 전 과정

을 구매, 저장, 전처리 및 조리, 서비스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한 결과, 구매 단계에서 인류의 건강, 생태계, 자원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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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전처리 및 조리, 저장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속가능경영원이 실시한 조사(Business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8)에 따르면 우리 사

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로 기업이 정부 다음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외식기업의 경우 식품 공급사슬 

내에서 다수의 공급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략

적 포지셔닝으로 인하여, 공급사슬의 전ㆍ후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노력을 확산시키는 데 더욱 주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Baldwin(2009)도 그의 저서 ‘Sustainability in the Food 

Industry’를 통하여 외식산업은 제품과 서비스 생산

을 위한 투입 및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지

속가능한 이슈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

한 이슈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

한 바 있다. 특히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으로 한 

량생산이라는 운영상의 특수성을 지니는 급식기

업에 있어 관련 연구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급식소 최일선 업무를 관장하는 급식 

관리자로서의 영양사는 급식기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 및 실

천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핵심인력이

라 할 수 있다. 미국 내 영양사를 상으로 지속가

능한 식품(Sustainably Produced Foods)과 관련된 이

슈를 현장 업무에 반영 및 실천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Robinson & Smith(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응답자의 13%가 이미 지속가능한 식품과 관련

된 이슈를 현장 업무에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20%는 향후 6개월 내로 이를 실천할 의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영양사들은 지속가능한 

식품을 현장 업무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이 소비

자들의 건강, 환경,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

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식품에 한 정보의 부족, 

예산과 업무 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천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외식산업 내 지속가능성/지속가능

한 발전에 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이고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더욱 미

미한 실정이다. 이는 외식산업과 더불어 호스피탤리

티 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관광 및 호텔 산업에 

있어 지속가능성/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과는 사뭇 조적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급식산업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지속가능한 급식의 

활성화를 위한 공급자측면에서의 전략적 방안을 모

색하고자, 국내 주요 위탁급식기업인 ‘A’사의 산업

체 급식소 영양사를 상으로 통합연구방법을 적용

해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이들의 인식과 실천의

도를 조사하였다. 통합연구방법이란 단일 연구 내에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것으로

(Kim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통합연구의 유형 중 

Creswell(2009)이 제안한 설명 설계(explanatory de-

sign) 모형을 적용하였다. 즉 지속가능한 급식은 아

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분야임에 따라 양

적 연구를 우선 시행하되 양적 연구의 결과를 보완

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양적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이에 드러나지 않

은 결과의 추가적 함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양적 

연구로는 위탁급식기업 ‘A’사의 산업체 급식소 영양

사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 

연구로는 ‘A’사의 관계자들을 상으로 표적집단면

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 급식은 

물론 외식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 관심을 증 시키고 후속 심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방법

1. 양적 연구(온라인 설문)

1) 조사대상 및 기간 

위탁급식기업 ‘A’사의 산업체 급식소에서 근무하

는 경력 만 1년 이상의 영양사 총 362명을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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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detailed de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principles of sustainable business-and-industry 
foodservice.

로 2011년 12월 15일∼2012년 1월 30일의 기간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웹 형식으로 제작된 

설문은 ‘A’사의 마케팅 담당을 통하여 설문 상 영

양사에게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총 362명 중 230명의 

응답이 회수되었고, 이 중 부실 응답이 확인된 27개

를 제외한 202개의 설문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영양사의 인식은 급식산업에 있어 지속가능성에 

한 개념(concept),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 의식

(awareness)과 이의 필요성(need), 지속가능한 급식의 

적정가격(price)에 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개념(con-

cept)은 ‘녹색/친환경성’과 연관하여 지속가능성의 개

념을 묻는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급식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서 알고 있는가’

를 묻는 의식(awareness)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 필요성(need)에 한 

각 1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속가

능한 급식의 적정가격(price)에 해서는 현행 급식가격

을 인당 4,000원으로 가정하고 영양사들이 예상하는 지

속가능한 급식의 적정가격을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것인가’

를 묻는 영양사의 실천의도(intention)는 급식소나 개

인의 추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실천의도(1문

항)와 급식소나 개인의 추가 부담에 한 극복 의지

를 포함하는 실천의도(4문항)로 구분하여 7점 리커

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연령과 근무

경력, 근무 중인 급식소 유형과 일 평균 생산식수에 

한 문항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공통의 이해가 아

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바, 응답자들이 설문에 답하

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을 예상하였다. 이에 ‘지속가

능한 급식’에 한 응답자들 공통의 이해를 돕기 위

하여 설문지 도입부에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설

명과 함께 이를 표하는 실천지침들을 상세히 제

시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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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 -

Female 202 100.0

Age 

20∼29 145 71.8

30∼39 57 28.2

Years of job experience 

2∼5 109 54.0

6∼9 87 43.1

10∼14 6 3.0

Type of foodservice

Office 80 39.6

Factory  102 50.5

Government office 20 9.9

Average daily meal production 
(including breakfast, lunch and dinner)

＜500 94 46.5

500≤and＜999 56 27.7

1,000≤and＜1,999 30 14.9

2,000≤and＜3,999 13 6.4

≥4,000 9 4.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02

3) 자료 분석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영양사들의 인식(개념, 

의식, 필요성, 적정가격)과 실천의도, 영양사의 일반

사항 관련 변수들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

다. 응답자 특성에 따른 급식산업에 있어 지속가능

한 발전의 ‘의식’과 ‘필요성’에 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

는 PASW Statistics 18.0이 사용되었다. 

2. 질적 연구(표적그룹면접)

1) 조사대상 및 기간 

위탁급식기업 ‘A’사의 핵심 부서인 메뉴 및 마케

팅팀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을 상으로 ‘A’사 회의실

에서 2012년 5월 2일에 약 90분 동안 표적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FGI의 주요 면접내용은 양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반구조화된 형태의 면접도구를 활용함

으로써 참가자들이 서로의 의견에 상호작용하면서 

자유롭게 발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FGI의 

모든 화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취하였으

며 면접이 끝난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FG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질문 및 재확인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 사항은 이메일을 통하여 각 참가자

를 개별적으로 접촉한 후 관련 내용을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FGI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Miles & Huberman(1994)

의 질적 자료 분석단계를 참고하여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우선 녹취된 음성 자료를 전

사한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제별로 

의미있는 자료를 발췌하고 취합한 후 그 의미를 분

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면접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인용구와 면접 결과 요

약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결 과

1. 응답자의 특성

온라인 설문의 결과 분석에 사용된 영양사 응답

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02명의 응답자 모두

가 여성이었으며, 20 가 71.8%, 30 가 28.2%를 차

지했다. 약 54.0%가 2∼5년 이내의 영양사 근무경력

을 가지고 있었으며, 43.1%가 6∼9년, 3.0%가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였다. 또한 50.5%가 공장의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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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 
participant

Career details as a dietitian Current job at 
the menu & marketing teamType of foodservice Years of job experience

A Middle & high School 2 Managing marketing promotions

B University & business-and-industry 7 Managing foodservice projects

C University 10 Managing foooservice contracts

D Business-and-industry 1 Working as a dietitian at the head office

E Business-and-industry 6 Planning food materials

F Business-and-industry 5 Planning menus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FGI participants.

Classification N %

Being beyond green or eco-friendly 50 24.8

Being equivalent to green or eco-friendly 61 30.2

Being construed in a narrower sense of being 
green or eco-friendly

61 30.2

Having nothing to do with being green or 
eco-friendly 

30 14.9

Total 202 100.0

Table 3. Dietitans’ perceptions on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versus being green or eco-friendly in the business- 
and-industry foodservice.

       N=202

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로 확인되었으며, 39.6%가 

오피스, 9.9%가 관공서의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응답 영양사가 속한 급식소의 일평균 

생산식수는 500식 미만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으

며, 500∼999식이 약 27.7%, 1,000∼1,999식이 약 

14.9%, 2,000∼3,999식이 약 6.4%, 4,000식 이상이 약 

4.5%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FGI의 참석자 전원은 조사 시점으로부터 1∼

2개월 사이 본사 메뉴 및 마케팅 전략팀으로 배치 

발령을 받았으며, 영양사로서 1∼10년간 근무한 경

험이 있거나 현재까지도 영양사로서 근무 중인 직

원들로 구성되었다(Table 2).

2. 지속가능한 급식에 대한 영양사의 인식 

그린 또는 친환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의 개념

에 한 영양사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은 

그린 또는 친환경성과(보다) ‘동일한 개념’이 30.2%, 

‘광의의 개념’이 24.8%로 나타났으며, ‘협의의 개념’

과 ‘별개의 개념’이라는 의견도 45.1%로 조사되었다

(Table 3). 

급식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한 영양사의 

의식수준과 지각된 필요성의 평균은 각각 4.61점과 

5.67점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은 연령, 근무경력, 급식

소 유형, 급식소 생산식수를 포함한 영양사의 모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4). 

또한 지속가능한 급식의 인당 적정가격에 한 

영양사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1%에 달하

는 부분의 영양사들이 지속가능한 급식의 적정가

격은 현행가격으로 가정된 4,000원 보다 높아야 한

다고 예상하였으며, 이들 중 세부적으로는 4,500원∼

5,000원 사이로 응답한 비율이 42.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영양사들이 인식한 지속가능한 급식의 평균 

적정가격은 현행가격으로 가정된 4,000원 보다 약 

31.7% 높은 5,270원으로 나타났다(Table 5). 

FGI에서도 급식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적

으로 회자되는 지속가능성/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에 해 패널로 참가한 전ㆍ현직 영양사(이하 영양

사)들은 매우 낯선 반응을 보였다. 반면 영양사들은 

그린/친환경의 개념에 해서는 매우 친숙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후 Fig. 1과 동일 내용의 지속가능한 급

식의 개념 및 이를 표하는 실천지침들에 한 설

명서를 영양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내용을 공유

한 결과, 영양사들은 특히 지속가능한 급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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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Appropriate meal price1)

(% to current meal price)2) N (%)

Lower than current meal price2) 17 ( 8.4)

Higher than current meal price2) 178 (88.1) 4,000 (0)＜and≤4,500 (113) 41 (23.0)

4,500 (113)＜and≤5,000 (125) 75 (42.1)

＞5,000 (125) 62 (34.8)

Response error 7 ( 3.5)

Minimum 2,400 ( 60)

Maximum 8,000 (200)

Mode 5,000 (125)

Average 5,270 (132)
1) Currency unit: Korean won 
2) Current meal price was assumed as 4,000 won

Table 5. Dietitians’ perceptions on appropriate meal price for a sustainable business-and-industry foodservice.     N=202

Classification
Awareness Need

Mean±SD1) P-value Mean±SD1) P-value

Age

20∼29 4.59±1.08 0.6642) 5.77±1.11 0.0502)

30∼39 4.67±1.91 5.42±1.15

Years of job experience 

2∼5 4.54±1.09 0.3223) 5.72±1.25 0.7373)

6∼9 4.67±1.04 5.60±0.96

10∼14 5.17±1.33 5.67±1.21

Type of foodservice 

Office 4.68±1.11 0.8043) 5.80±1.14 0.3113)

Factory  4.57±1.03 5.55±1.07

Government office 4.60±1.23 5.75±1.33

Average daily meal production 
(including breakfast, lunch and dinner)

＜500 4.53±1.10 0.3993) 5.72±1.17 0.9003)

500≤and＜999 4.73±1.00 5.64± .88

1,000≤and＜1,999 4.60±1.04 5.67±1.12

2000≤and＜3,999 5.00±1.06 5.62±1.71

≥4,000 4.22±1.30 5.33±1.23

Overall average 4.61±1.08 5.67±1.13
1) A 7-point Likert scale anchored by 1: strongly disagree and 7: strongly agree
2) P-value by two independent samples t-test 
3) P-value by one way ANOVA 5% level of significance was considered

Table 4. Dietitians’ awareness of and perceived need for a sustainable business-and-industry foodservice.     N=202

표적인 실천지침들에 친숙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

나 설명서를 읽기 전까지는 이러한 실천지침들을 

지속가능성/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관하여 생각하지는 

못했고, 다만 그린/친환경성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

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활동들 다 익숙한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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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ean±SD1)

Intention under no additional burden defined I have the intention to perform sustainable practices 5.23±1.08

Intention under additional burden on 
organizations

I have the intention to perform sustainable practices despite increase in costs 4.66±1.23

I have the intention to perform sustainable practices despite difficulties in operations 4.53±1.29

Intention under additional burden on 
individuals

I have the intention to perform sustainable practices despite increase in workload 4.33±1.39

I have the intention to perform sustainable practices despite increase in work hour 4.38±1.37
1) A 7-point Likert scale anchored by 1: strongly disagree and 7: strongly agree

Table 6. Dietitians’ intentions to perform sustainable practices in the business-and-industry foodservice.     N=202

한 활동인지는 몰랐어요. ‘지속가능하다’라는 개념과

는 연관이 안 되지만, ‘그린/친환경’이라고 하면 연

결이 되네요.(영양사 A)”

또한 설명서에 제시된 표적인 실천 지침들 중 

가장 익숙한 활동으로는 ‘급식소의 쓰레기 줄이기’

와 ‘친환경 식재료 사용하기’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

고, 가장 생소한 활동으로는 ‘지역 인력의 고용 및 

공정 우’와 ‘납품업체와의 협력관계’를 들었다. 설

명서를 읽고 난 후 영양사들은 급식산업에 있어 지

속가능성/지속가능한 발전을 그린/친환경보다 광의

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인력의 고용 및 

공정 우, 납품업체와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활동들로 인

하여 더욱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설명서를 읽은 후) ‘지속가능하다’라는 것이 그

린/친환경성보다 더 큰 상위개념인 것 같아요. 그린/

친환경성은 급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들 같습니다.(영양사 C)” 

영양사들은 급식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

향에 해서는 량생산을 통하여 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급식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하

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특히 크게 인식

하고 있었다. 이중 영양사들은 급식이 다수의 수혜

자들의 건강과 이들이 속한 조직의 목표 달성, 예를 

들어 업무 수행이나 학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공장 점포에서 계속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분들

이 연령 도 한 쉰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

요. 그러면 그분들은 20  초반부터 일을 했을 경우, 

못해도 20∼30년을 계속 급식을 드시고 사신다는 뜻

이란 말이죠. 최소 한 끼, 두 끼 아니면 세 끼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제공한 

급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일을 한다는 뜻인데...... 

그걸 아는 순간 음식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이 써지

게 되요. (중략) 건강을 좀 더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영양사 E)”

“ 학교 급식소에서 일할 때 식단을 짜면서 ‘아, 

내가 짠 식단을 정말 많게는 하루에 급식소 당 700

∼800명, 전체로 보면 하루에 만 명씩이나 급식을 

먹는데......’, 정말 많은 숫자잖아요. 아, 내가 잘해야

지 이분들도 밥을 잘 먹고 공부를 한다던가, 모든 

활동을 잘 할 거 아니예요. (급식이) 그런 영향을 많

이 미친다고 생각했어요.(영양사 B)”

3. 지속가능한 급식에 대한 영양사의 실천의도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영양사의 실천의도를 묻

는 5개 문항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각 

문항의 평균 범위는 4.33∼5.23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식소나 개인의 추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단

순 실천의도, 즉 “나는 기꺼이 급식기업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것이다(5.23점)”의 평

균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나는 급식소의 

비용이 증가한다고 해도(4.66점), 운영 상 불편이 따

른다 해도(4.53점), 작업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4.38

점), 작업량이 늘어난다고 해도(4.33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것이다”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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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영양사들의 실천의도는 FGI 결과에서 보

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영양사들은 지속

가능한 급식과 관련된 활동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비용문제를 인식하였고, 급식

소에 필요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추

가적인 불편 및 고충 등이 따른다면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비용......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친환경 식재

료를 구매해서 이벤트 성으로, 보답의 의미로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냅킨도 친환경소재를 쓰

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

는 사실이지만,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

에......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그런 것들이 제

일 힘들죠.(영양사 A)”

“업무도 너무 많고 당장 일이 와 닿는 느낌이 아

니기 때문에......완전히 내 업무로 평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는 못할 것 같

아요.(영양사 F)”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영양사들은 비용절약을 통

한 급식소의 수익성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결정되

는 자신들의 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지속가능한 

급식을 위한 활동들을 실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회와 환경에 한 기여라

는 측면에서의 동기부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며, 영양사로의 직무가 우리 사회 그

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한 인식은 부분 결

여되어 있었다. 

“그냥 오늘 모자라면 안 되고, 많이 남아도 안 되

고, 많이 남으면 ‘아 아깝다. 이거 재료비가 얼마야’ 

이런 생각까지만 하지, 그 이상까지는 아직 생각이 

안나요.(영양사 D)” 

“일반 찌개를 팔다가 직화로 끓여서 파는 거라면 

그만큼 가스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보

이니까 어떻게든 이걸 아껴야 되는데 해서 메뉴도 

바꿔보고 하기는 하는데. (중략) 만약 위생 점검을 

많이 나오고 여름철이어서 청소를 많이 하면 상

적으로 물을 많이 쓰니까 수도세가 막 50만원이 나

오고. 전기를 하루 종일 켜 놓는다거나 그러면 전기

세가 더 나오고...... 이러니 저도 모르게 불 끄고 다

니고 물 잠그고.(영양사 C)”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지속가능한 급

식을 위한 활동들에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는 개별적으로 급식운영을 통해 겪는 실제 경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였다. 즉 급식운영을 통해 

급식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체험

함으로써 간접 교육의 기회를 접한 경우에는, 이러

한 활동들이 지니는 사회적, 환경적 의미를 인식하

고 있었다. 

“제가 일하던 급식소가 위치한 지역에 음식물쓰

레기가 한번 란이 나서 수거를 안 해 간 적이 있

어요. (중략) 이렇게 거의 일주일을 수거를 안 해 가

서 저희 급식소 뒤뜰의 통에 음식물이 쭉 쌓여 있

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정말 환경에 영향이 엄청 나

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정말 그때 그 음식물쓰

레기가 잔뜩 쌓여 가면서 냄새가 나고 이런 걸 피

부로 느껴 가지고, 잔반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잔반통을 매일 봤어요. 매일 열어서 ‘오늘 얼마만큼 

찼지?’ 그걸 달력에다 적었거든요. 자꾸 그걸 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더

군요.(영양사 C)” 

“학교에 있을 때, (중략) 손 씻고 와서 줄을 서서 

밥을 먹는데 장난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

요. 물장난, 특히 여름이 되면 물을 틀어놓고 장난

치고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략) 교육적

인 것 때문에 했었던 건 있었어요. (중략) 잔반교육

도 하고 영양교육도 하고 여러가지 교육을 하고 있

는데 환경교육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을 아

껴 써야 된다’해서 교육도 하고 POP도 붙이고 포스

터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붙이고.(영양사 A)”

또한 FGI 참가 영양사들은 비용이나 업무에 따른 

부담 등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급식업체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정착되고 이러한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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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소비자에게 제 로 전달되어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력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급식소에서 영양사 업무

를 수행하면서 급식에 있어 소비자들의 인식과 행

동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

으로 보였다. 

“식약처에서 나트륨 사업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인식이 많

이 변화하고 많이 적극성을 띄고, 염도에 한 인식

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배너를 제작을 하고 위탁급식 

업체랑 연계를 해서 캠페인을 하고 같이 보건소랑 

연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니까 국민이 연동이 되어서 운동처럼 된 거

라서 조금씩 인식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지속가능한 급식)도 하려면 그 정도의 기간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인식 자체를 바꿔

야 가능할 것 같아요.(영양사 A)”

고 찰

본 연구는 단일 연구 내에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통합연구방법을 통하

여 위탁급식기업 ‘A’사의 산업체 급식소에서 근무하

는 영양사들의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인식과 실

천의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 영양사들은 급식에 있어 그린 또는 

친환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혼돈을 겪

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급식에 있어 지속가능

성의 개념에 한 인식을 묻는 선택형 문항에 한 

응답자들의 답변이 4개의 답가지로 거의 고르게 분

산되는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었다. 기존의 그린 

또는 친환경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고려

한 개념임을 생각할 때(Chan 1999; Albino 등 2009), 

지속가능성은 이에 더하여 경제적 수익성 및 사회

적 책임성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다(Jeurissen 2000; Kwon 2002). 영국의 

SRA(2010)와 Sustain(2010)도 그린은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과 서비

스를 의미하며, 따라서 식품 혹은 외식에 있어 지속

가능성은 그린보다 광의의 개념(beyond being green)

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선행연구들에

서 제시된 로 지속가능성을 그린/친환경보다 ‘광

의의 개념’으로 인식한 비율은 약 24.8%에 그쳤다. 

반면, 근소한 차이나 ‘지속가능성은 그린/친환경과 

동일한 개념이다’로 인식하는 비율이 30.2%로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급식과 상업적 외식을 

포함하는 외식산업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여

전히 그린과 혼용되고 있으며, 그린은 지속가능성에 

한 편의상의 약어처럼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Sustain 2010)를 잘 뒷받침한다. 영

양사를 상으로 한 FGI 결과, 이러한 개념상의 혼

돈은 영양사들이 지속가능성이란 용어에 아직 익숙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한 급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양사를 상으로 급식에 있어 지속가능성에 한 

올바른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양사들이 급식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해 낯선 반응을 보인데 반해,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이들의 의식수준과 지각된 필요성은 비교적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영양

사들의 의식수준과 지각된 필요성은 영양사들의 일

반적 특성, 즉 연령, 근무경력, 급식소 유형, 급식소 

생산식수에 따라 어떠한 유의적인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지속가능한 식품의 소비와 관련된 선

행연구들에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소비자들의 인

구통계학적 혹은 사회ㆍ심리학적 특성에 따라 지속

가능한 소비에 한 이들의 인식과 행동에 유의적

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것과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Robinson & Smith 2002; Vermeir & Verbeke 

2006; Verain 등 2012).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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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A’사의 영양사들이 인식에 있어 매우 동질적

인 집단이라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질성은 한 조직 내에 속한 영양사들이 전사적인 

방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직무교육을 받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들의 조직 내 인식 역시 동질

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FGI 결과 모두에서 지속가능

한 급식에 한 영양사의 실천의도는 이로 인해 발

생 가능한 현실적인 문제들, 즉 비용 증가 및 운영

상의 불편 등 조직측면에서의 부담과 작업량 및 작

업시간의 증가 등 개인측면에서의 부담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양사들이 지

속가능한 식품을 현장 업무에 반영하고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건강, 환경,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

향을 깨닫고 있으나, 예산과 업무 시간의 부족, 지

속가능한 식품에 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천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Robinson 

& Smith(2003)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며, 

‘지속가능한 급식을 위한 실천’이라는 윤리적인 행

동도 조직 내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로 인식되는 한, 

개인이 이에 해 갖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나 ‘호

불호’의 태도는 직무의 실천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FGI 결과에

서 확인된 것처럼 급식소의 비용이 급식소와 이를 

맡고 있는 영양사의 조직 내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

한 잣 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양사들이 비

용에 민감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실

제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급식의 현행가격을 4,000

원으로 가정한 경우, 영양사들이 인식한 지속가능한 

급식의 평균 적정가격은 5,270원으로 약 32%가 높

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탁급식기업에 속한 

영양사들이 향후 지속가능한 급식의 실천이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위탁급식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조직이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투자는 이

에 따르는 추가 비용의 부담을 보상할 만큼의 직ㆍ

간접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지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는 단시일 내

에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성과 및 효과 창출이 불가

능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은 물론 이와 

관계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평가된다(Bird 등 2007; Aragón-Correa 

등 2008; Nicolau 2008). 즉 이러한 투자는 이타적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기

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긍

정적인 행동의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에

도 기여하는 등 새로운 경쟁역량을 창출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Cho &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2007). 또한 영국에서 발간된 One 

Planet Dining(2007)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외식업체들은 다

양하고 인상적인 메뉴, 종업원의 자긍심과 충성도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탁급식기업이 향후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영양사들의 실천의도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이

의 실천에 따르는 비용을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

서 이해하고 해당 비용을 각 급식소에 전가하기 보

다는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등을 수

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속가능

한 급식의 실천과 관련된 항목들을 급식소 평가 내

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항목들의 실천이 조직

의 과업임을 규정하고 영양사들이 업무의 일부로 

이를 실천한 것에 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급

식기업인 ARAMARK가 후원하고 미국의 IFMA 

Foundation이 발간한 Sustainability ‘How-To Guide’ 

Series 중 ‘Sustainability in the Foodservice Environment’ 

(IFMA Foundation 2009)에 포함된 Sustainability 

Checklists에서처럼 지속가능한 급식의 실천사항들을 

도입비용에 따라 저ㆍ중ㆍ고 비용의 활동으로 분류

하고 비용의 부담이 없는 실천 활동부터 단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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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하는 방안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들은 인류의 영양 및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영양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

다. Clancy(1999)는 영양교육의 뿌리인 가정학이 경

제(economy), 형평성(equity), 환경(environment)의 개

념적 틀 안에서 발전되었음을 고려할 때 오늘날 경

제, 사회, 환경의 세 축을 기본으로 정의되는 지속

가능성과 개념상 일치하는 점이 많으며, 따라서 영

양 교육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수

용하고 이를 사고의 틀로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였

다. 또한 Harmon 등(2011)은 미래의 영양학자나 영

양사들이 건강한 인류와 지구환경을 조성하는 푸드 

시스템의 실천을 이끄는 리더와 옹호자가 될 수 있

도록, 영양학이나 식이요법의 교육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함

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미국에서 영양 관련 교과목

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 265명을 상으로 

실시한 그의 연구에서 77%가 지속가능성에 한 이

슈를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는 데 관심을 보였으며, 

82%가 영양과 식이요법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에 한 이슈를 가르칠 의무

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영양사협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영양

사 취업현황은 약 3만 명에 달한다(The Korean Diete-

tic Association 2012). 영국에서 발간된 One Planet 

Dining(2007)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이슈와 관

련하여 외식산업의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는 커뮤

니케이션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이러한 커뮤니케

이션의 결여가 외식산업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실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

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급식소 내 영양

사들은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소비자들의 요구

(Needs)를 파악하고 이를 위탁급식기업에 전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위탁급식기

업의 노력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위탁급식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급식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급식을 설명하기 위하

여 IFMA Foundation(2009), SRA(2010)와 Sustain(2010)

에서 정의한 관련 용어들과 표적인 실천지침들을 

차용하였다. 비록 이들이 오늘날 전 세계의 지속가

능한 외식을 표하는 단체들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지속가능한 외식에 해 공식적으로 합의된 개념 

및 실천지침들이 도출되지 않은 바, 본 연구결과는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급식의 개념과 실

천지침들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연구의 

경계를 지닌다. 또한 하나의 동일한 위탁급식기업에 

속한 영양사들만을 상으로 한 연구의 한계로 인

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주의

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광의의 그린/친환경 

급식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급식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국내에서의 지속가능한 급식

은 물론 이의 활성화에 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연구방식을 이용하여 위탁급식기업 ‘A’사

의 산업체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을 중심으

로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인식과 실천의도를 조

사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

여 ‘A’사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총 202명의 응답결과

를 분석하였고, 질적 연구에서는 ‘A’사의 메뉴 및 

마케팅팀에 근무하고 영양사로서의 업무 경험이 있

는 6명의 직원들을 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

시함으로써 양적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추가적 

함의를 발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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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식에 있어 그린 또는 친환경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

는 것처럼 그린 또는 친환경성보다 ‘광의의 개념’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8%에 그쳤으며,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응답한 비율이 30.2%, 그 밖의 

의견도 45.1%를 차지해 영양사들이 이에 해 혼

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

로 FGI의 결과에서도 영양사들이 지속가능성/지

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의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가 그린/친

환경의 연장선상에서 지속가능한 이슈와 관련된 

활동들을 이미 현장에서 실천한 경험이 있으며 

그 내용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만, 영양사들은 이러한 실천 활동들이 위탁급식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관되어 있음은 자각

하지 못했다. 

2.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영양사의 의식수준과 지

각된 필요성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은 각각 4.61점과 5.67점으로 나타났다. 영양

사들의 이러한 의식수준과 지각된 필요성은 영양

사들의 모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러한 인식면에서 

매우 동질적인 집단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현행 급식가격을 4,000원으로 가정한 경우, 전체

의 88.1%에 달하는 부분의 영양사들이 지속가

능한 급식의 적정가격이 현행 급식가격보다 높아

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들이 예상한 적정 급

식가격의 평균은 현행 급식가격보다 약 31.7% 높

은 5,270원으로 나타났다. FGI 결과에서는 영양사

들이 급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급식에 있어 그린/친환경 또는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한 관련 활동들을 실천에 옮김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요인을 가장 큰 요인으로 생

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영양사로

의 직무가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한 

인식은 부분 결여되어 있었다. 

3. 지속가능한 급식에 한 영양사의 실천의도를 묻

는 문항 5개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범위는 4.33∼5.23점이었다. 이 중 단순한 

실천의도(5.23점)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 급식소 비용의 증가(4.66점), 운영 상 불

편(4.53점) 등 조직 측면에서의 부담에도 불구하

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도와 작업시간의 증가(4.38

점), 작업량의 증가(4.33점) 등 개인 측면에서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도 순으로 

조사되었다. FGI 결과에서도 영양사들은 비용 및 

업무에 따르는 추가 부담을 지속가능한 급식을 

위한 활동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

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영양사들은 급식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노력이 정착되고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사들은 지속가능한 

급식의 실천내용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급식에 있어 지속가능성/지속가능한 발전이

란 용어의 개념적 이해에 혼동을 겪고 있으며 이의 

실천에 따르는 조직 및 개인 측면에서의 추가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지속가능한 급식의 활성화

를 위한 핵심인력으로서 영양사들의 적극적인 역할 

실천을 기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급식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위탁급식기업 전사적으로도 지속가능한 급

식을 위한 노력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장

기적인 관점에서 영양사들의 해당 역할 실천을 독

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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