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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parents’ recognition of the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

agement (CCFSM) and to compare preschoolers’ satisfaction for meals served by childcare centers and some 

aspects regarding the vegetable intake according to the parents’ recognition of CCFSM. The subjects were 255 

parents, whose children were 2∼5 year old and attended a childcare center, were grouped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of CCFSM (high recognition, HR, 27.5%; medium recognition, MR, 47.4%; low recognition, LR, 

25.1%). Information was obtained by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5.0. 

Only 58.6% of HR and 10.7% of MR answered the they had participated education/event held by the 

CCFSM. More parents in the HR group (88.6%) acknowledged the helpfulness of CCFSM on the children’s 

food habits compared to those in the MR group (63.6%) (P＜0.001). Compared to the MR and LR groups, 

more parents in the HR group answered not only that they were ‘satisfied’/‘very satisfied’ with the meals 

served by childcare centers (P＜0.05), but also they tended to think that their children were also satisfied 

(P=0.061). Up to 31.2% of parents in the LR group answered that there was no need for education to in-

crease the vegetable intake of their child compared to 14.3% and 17.4% in the HR and MR groups, respectively 

(P＜0.05). Moreover, up to 26.6% of parents answered that school cook planned menus compared to 5.7% and 

13.2% in the HR and MR group, respectively (P＜0.001). In conclusion, the results provided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s’ high recognition of CCFSM and preschoolers’ satisfaction for meals from childcare centers 

as well as a better chance for a desirable food life regarding vegetable intake.

Key words : center for children’s food service management, vegetable intake, preschooler, childcare center



13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와 자녀 식생활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구성원의 축소, 저출산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의

해 자녀의 양육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 보육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보

육통계(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7)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경우 1998년 17,605개소에서 꾸준히 증

가하여 2017년에 40,238개소가 설치 운영되어, 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1998년 556,957명에서 

2017년 1,450,24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유치원의 

경우도 교육기본통계(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8)에 따르면 2009년 8,373개소(537,361명)

에서 2018년 9,021개소(675,998명)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어린이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에 비해 보

육시설에서의 운영과 관리 부분, 특히 제공되는 급

식의 영양ㆍ위생 및 식생활 교육의 수준이 열악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는 2007년 2월 ‘어린이 먹을거리 종합대책’을 수

립하고 이를 토대로 2008년「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중 제5장 제21조에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

거를 제시하여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지

원을 위해 2011년 12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10개소 

설치(22개소 운영), 2013년 66개소 설치(88개소 운

영), 2014년 54개소 설치(142개소 운영), 2015년 49개

소 설치(191개소 운영), 2016년 17개소 설치(208개소 

운영), 2017년 8개소 설치(216개소 운영), 2018년 4개소

가 설치됨으로써 전국에 총 220개소가 설치되어 각 

지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9곳(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

구, 강남구, 관악구), 경기도 2곳(광명시, 남양주시), 

전라남도 3곳(구례군, 함평군, 강진군), 경상남도 2곳

(진주시, 사천시)을 제외한 모든 지역정부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기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등록ㆍ관리하

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32,093곳, 수혜 아동 수는 

1,167,544명(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8)에 달

하였고, 2018년 현재는 각 센터별 등록ㆍ관리 어린

이집 및 유치원이 증가하여 수혜 아동 수도 늘어났

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운영가이드라인에서 정

하는 사업인 영양(어린이 대상별 맞춤 식단 제공, 

표준레시피 개발과 보급, 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위생ㆍ안전관리 현황 파악

과 컨설팅 및 순회방문을 통한 위생교육), 대상별 

교육(어린이, 원장, 교사, 조리사, 부모) 외에도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지원하고 있

다. 이러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원

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및 어린이의 식

태도 변화와 위생ㆍ안전관리 순회방문 지도에 따른 

급식소 조리원의 위생, 교육 및 영양관리에 긍정적

인 효과를 관찰한 선행연구가 보고되고 있다(Park 

2012; Kim 등 2013; Park 2016; Ju & Hong 2018). 전

국적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속한 수적 증

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존재를 

학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와 그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는 아직 보고된 바 없는 실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

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

육지원의 실효성과 인식도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 

보고 되었으나(Ju & Hong 2018), 그 대상자가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회원으로 등록된 보육기관 

재원 아동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한되었다.

어린이들의 가장 큰 식생활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채소 섭취 부족’으로 이는 

성장기의 저영양ㆍ고열량 섭취와 비만ㆍ과체중 증

가, 그리고 성인기 생활습관병 증가와 관련되어 그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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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Parents’ recognition for CCFSM1)

Total (n=255) 2 value2)

High (n=70) Medium (n=121) Low (n=64)

Child’s gender

  Boy 25 (35.7)3) 48 (39.7) 21 (32.8)  94 (36.9) 0.90

  Girl 45 (64.3) 73 (60.3) 43 (67.2) 161 (63.1)

Child’s age (year)

  2 11 (15.7) 22 (18.2)  9 (14.1)  42 (16.5) 4.25

  3 12 (17.1) 31 (25.6) 15 (23.4)  58 (22.7)

  4 21 (30.0) 26 (21.5) 13 (20.3)  60 (23.5)

  5 26 (37.2) 42 (34.7) 27 (42.2)  95 (37.3)

Type of childcare center that child attend

  National/public 42 (60.0) 68 (56.2) 29 (45.3) 139 (54.5) 14.00

  Private 17 (24.3) 33 (27.2) 18 (28.1)  68 (26.7)

  Home  5 ( 7.1)  6 ( 5.0)  3 ( 4.7)  14 ( 5.5)

  Organization  4 ( 5.7)  6 ( 5.0)  4 ( 6.3)  14 ( 5.5)

  The others  2 ( 2.9)  8 ( 6.6) 10 (15.6)  20 ( 7.8)

Food that child avoid

  Vegetable 24 (34.3) 55 (45.4) 25 (39.0) 104 (40.8) 7.78

  None 16 (22.9) 23 (19.0) 19 (29.7)  58 (22.7)

  Beans/tofu 11 (15.7) 18 (14.9)  4 ( 6.3)  33 (12.9)

  Fish/seafood  7 (10.0)  7 ( 5.8)  5 ( 7.8)  19 ( 7.5)

  The others 12 (17.1) 18 (14.9) 11 (17.2)  41 (16.1)
1) CCFSM: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 Analyzed by chi-square test at P＜0.05. All data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3) N (%)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다양한 목표 중 하나

인 유아의 채소 섭취 관련 식생활에 중점을 두어 

학부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지도와 관련

이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어린이집과 유

치원에 재원하는 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의 인지도, 유아의 채소 섭취에 관한 

일반사항, 유아의 채소 섭취에 대한 부모의 노력 여

부, 채소 관련 교육 요구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강원지역 소재 어린이집ㆍ유

치원의 보육기관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편의 표본

(convenient sample)으로서 해당 지역의 맘카페 회원 

및 SNS를 통한 온라인 섭외와 연구자의 직장과 관

련이 없는 보육기관을 통한 오프라인 섭외를 통해 

모집되었다. 설문조사도구를 이용하여 2018년 9월 5일

부터 10월 12일까지 조사하고, 회수한 255부의 설문

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대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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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ence to participate and evaluation of helpfulness of education/event held by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
ment according to parents’ recognition of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Variables
Parents’ recognition for CCFSM1) management

Total (n=255) 2 value2)

High (n=70) Medium (n=121) Low (n=64)

Have participated education/event

  Yes 41 ( 58.6)3)  13 ( 10.7)  0 (  0.0)  54 ( 21.2) 83.70***

  No 29 ( 41.4) 108 ( 89.3) 64 (100.0) 201 ( 78.8) 　

Helpful for child’s desirable food life4)

  Yes 62 ( 88.6)  77 ( 63.6) 　 139 ( 72.8) 18.56***

  No  5 (  7.1)   7 (  5.8)  12 (  6.3)

  Not known  3 (  4.3)  37 ( 30.6)  40 ( 20.9)

The most helpful effect on child’s food life5)

  Nutritional menu 28 ( 45.2)  46 ( 59.7)  74 ( 53.2)  3.34

  Dietary habit improvement 15 ( 24.2)  16 ( 20.8)  31 ( 22.3)

  Sanitation/nutrition education 16 ( 25.8)  13 ( 16.9)  29 ( 20.9)

  Sanitary kitchen  3 (  4.8)   2 (  2.6)   5 (  3.6) 　
1) CCFSM: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 Analyzed by chi-square test at P＜0.05 
3) N (%)
4) Analyzed only in the subjects who have at least heard of CCFSM
5) Analyzed only in the subjects who answered that CCFSM was helpful for child’s desirable food life 
***P＜0.001

교에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 면제를 승인

(1040656-201810-SB-01-04)받았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Park 2010; Go 2011; Kim 

2017)에서 제안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ㆍ보

완하였다. 설문지는 2쪽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사항 

6문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4문항, 

학부모의 어린이집ㆍ유치원 식단 만족도 3문항, 유아

의 어린이집ㆍ유치원 식단 만족도 2문항, 채소 관련 

식습관 조사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2문항이었다.

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학부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 상인지도군

(n=70)으로, ‘들어본 적이 있다’로 응답한 경우 중인

지도군(n=121)으로, ‘전혀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하

인지도군(n=64)으로 구분하여 빈도를 비교하고 군 

간 차이의 유의성은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P＜0.05).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를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부모는 

27.5%, ‘들어본 적이 있다’는 47.4%, ‘전혀 모름’은 

25.1%로 인지도에 따라 각각 상, 중, 하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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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rents’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with menu provided by childcare center according to their recognition of Center for 
children’s food service management.

Variables　
Parents’ recognition for CCFSM1)

Total (n=255) 2 value2)

High (n=70) Medium (n=121) Low (n=64)

Knowing menu

  Yes 70 (100.0)3) 119 (98.3) 61 (95.3) 250 (98.0)  0.394

  No  0 (  0.0)   2 ( 1.7)  3 ( 4.7)   5 ( 2.0) 　

Menu planner

  Dietitian of CCFSM 54 ( 77.1)  75 (62.0) 13 (20.2) 142 (55.7) 50.00***

  Dietitian employed by child care center  6 (  8.6)  20 (16.5) 17 (26.6)  43 (16.9)

  Center cook  4 (  5.7)  16 (13.2) 17 (26.6)  37 (14.5)

  The others  6 (  8.6)  10 ( 8.3) 17 (26.6)  33 (12.9) 　

Satisfaction with menu

  Very unsatisfied/unsatisfied  4 (  5.8)   3 ( 2.5)  2 ( 3.1)   9 ( 3.6) 16.45*

  Average 11 ( 15.7)  36 (29.8) 25 (39.1)  72 (28.2)

  Satisfied 29 ( 41.4)  58 (47.9) 27 (42.2) 114 (44.7)

  Very satisfied 26 ( 37.1)  24 (19.8) 10 (15.6)  60 (23.5) 　
1) CCFSM: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 Analyzed by chi-square test at P＜0.05
3) N (%)
*P＜0.05, ***P＜0.001 

각 변수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부모의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라 자녀의 성별, 연령, 어린

이집 유형의 분포, 기피하는 식재료는 서로 유의적

으로 다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자녀가 여아인 경

우가 63.1%, 5세인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 보육기관은 국공립이 54.5%로 가장 많았고 민

간이 26.7%로 뒤를 이었다. 유아가 기피하는 식재료

는 전체적으로 채소류(40.8%), 기피하는 식재료 없음

(22.7%), 콩류ㆍ두부(12.9%), 생선ㆍ해산물(7.5%)가 

뒤를 이었다. 

2. 부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 행사 참여와 

유익성 평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른 센터 행

사 참여와 유익성 평가는 Table 2와 같다.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 교육 및 이벤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군 간 유의적 차이가 나서 

중인지도군의 경우 10.7%로 매우 낮았고, 상인지도

군의 학부모조차도 58.6%에 그쳤다(P＜0.001).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자녀 식생활에 도움이 된다

고 응답한 비율은 상인지도군의 경우 88.6%로 중인

지도군의 63.6%보다 높았는데(P＜0.001), 가장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상인지도군과 중인지도

군에서 서로 다르지 않아 ‘영양적 식단’이 53.2%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어린이 식습관 개선(22.3%), 

영양 및 위생교육(20.9%)이 뒤를 이었으나, 위생적 

조리환경은 3.6%로 매우 낮았다. 

3. 부모의 보육기관 식단 인식과 만족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른 보육기관 

식단에 관한 인식과 만족도는 Table 3과 같다. 부모

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와 무관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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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schoolers’ satisfaction with menu provided by childcare center according to parents’ recognition of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Variables
Parents’ recognition for CCFSM1)

Total (n=255) 2 value2)

High (n=70) Medium (n=121) Low (n=64)

Frequency of child’s talking about menu

  Always 11 (15.7)3)  5 ( 4.1)  5 ( 7.8)  21 ( 8.1) 26.33***

  Often 21 (30.0) 17 (14.0)  4 ( 6.2)  42 (16.5)

  Sometimes 32 (45.7) 76 (62.7) 41 (64.1) 149 (58.5)

  Never  6 ( 8.6) 23 (19.0) 14 (21.9)  43 (16.9)

Child’s satisfaction with menu

  Very unsatisfied/unsatisfied  2 ( 2.8)  3 ( 2.5)  1 ( 0.6)   6 ( 2.4) 12.06

  Average 18 (25.7) 52 (43.0) 29 (45.2)  99 (38.8)

  Satisfied 34 (48.6) 51 (42.1) 30 (46.9) 115 (45.1)

  Very satisfied 16 (22.9) 15 (12.4)  4 ( 6.3)  35 (13.7) 　
1) CCFSM: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 Analyzed by chi-square test at P＜0.05
3) N (%)
***P＜0.001

 

육기관 식단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98.0%로 나타났

는데, 유아가 다니는 보육기관의 식단 작성자를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로 응답한 비율은 하

인지도군은 20.2%로, 상인지도군 77.1%, 중인지도군 

62.0%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하인지도군의 경우 ‘조

리사’가 식단을 작성한다고 알고 있는 비율이 26.6%

나 되어 중인지도군 13.2%나 상인지도군 5.7%에 비

해 크게 높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부모

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른 보육기

관의 식단에 관한 전반적 만족도는 상인지도군의 

경우 78.5%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답하여 

중인지도군 67.7%와 하인지도군 57.8%에 비해 높았

다(P＜0.05). 

4.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유아의 식단 만족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른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식단 만족도는 Table 4와 같다. 유

아가 하원 후 보육기관 식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빈

도는 ‘항상’ 또는 ‘자주’ 이야기 한다고 응답한 비율

은 상인지도군은 45.7%로 중인지도군 18.1%, 하인지

도군 14.0%보다 각각 2.5배 정도, 3배 정도 높게 나

타나 군 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상인지도군의 경우 71.5%는 자신

의 유아가 보육기관 식단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

한다고 답하여 중인지도군 54.5%나 하인지도군 

53.2%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

에 미치지는 못했다(P=0.061). 

5.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의 채소반찬 제공, 섭취, 선호

Table 5는 유아의 1끼 식단에 제공되는 그리고 섭

취하는 채소반찬의 수와 채소반찬 선호도를 요약하

였다. 부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

라 유의적 차이 없이 전체적으로 유아는 1끼에 제

공받는 채소반찬은 ‘1가지 이하’와 ‘2가지’인 비율이 

각각 46.7%와 40.8%로 유사한데, 섭취하는 비율은 

‘1가지 이하’인 비율이 62.3%로 ‘2가지’인 경우 

29.8%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채소반찬 기호도는 부

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른 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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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eschoolers’ preferences and frequencies of being served and eating vegetable dishes according to parents’ recognition of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Variables
Parents’ recognition for CCFSM1) 

Total (n=255) 2 value2)

High (n=70) Medium (n=121) Low (n=64)

Frequencies of being served vegetable dishes/meal

  l or less 33 (47.1)3) 54 (44.6) 32 (50.0) 119 (46.7) 2.53

  2 31 (44.3) 48 (39.7) 25 (39.1) 104 (40.8)

  3 or more  6 ( 8.6) 19 (15.7)  7 (10.9)  32 (12.5)

Frequencies of eating vegetable dishes/meal

  l or less 42 (60.0) 78 (64.5) 39 ( 6.9) 159 (62.3) 3.54

  2 25 (35.7) 31 (25.6) 20 (31.3)  76 (29.8)

  3 or more  3 ( 4.3) 12 ( 9.9)  5 ( 7.8)  20 ( 7.9)

Preference for vegetable dishes

  Very dislike/dislike 23 (32.9) 36 (29.8) 24 (37.5)  83 (32.5) 8.31

  Average 29 (41.4) 64 (52.9) 26 (40.6) 119 (46.7)

  like/very like 18 (25.7) 21 (17.3) 14 (21.9)  53 (20.8)
1) CCFSM: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 Analyzed by chi-square test at P＜0.05. All data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3) N (%)

유의적 차이 없이 ‘매우 싫어함’ 혹은 ‘싫어함’이 

32.5%로 ‘매우 좋아함’ 혹은 ‘좋아함’ 20.8%보다 높

았다.

6.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가 채소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라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가 채소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이유

는 Table 6과 같다. 유아가 채소를 싫어하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가 35.7%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응

답하였고, ‘씹을 때 질감이 좋지 않아서’가 27.5%, 

‘먹어 본 적이 없어서’는 9.4%, ‘습관적으로’와 ‘향이 

강해서’가 각각 9.0%로 뒤를 이었다. 부모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나

서 상인지도군의 경우 ‘먹어본 적이 없어서’라고 응

답한 비율이 21.4%로 중인지도군의 5배 정도, 하인

지도군의 3배 정도로 높았고, ‘맛이 없어서’는 상인

지도군 25.7%로 중인지도군 38.9%와 하인지도군 

40.6%보다 낮았다(P＜0.05). 한편, 유아가 채소를 좋

아하는 이유는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가 

28.6%, ‘주변(가족, 친구)의 영향으로’가 23.9%, ‘맛

이 좋아서’가 20.0%로 뒤를 이었고, 군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7.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의 채소 섭취에 대한 노력과 

교육 필요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른 유아의 

채소 섭취에 대한 부모의 현재 노력 여부와 추후 

교육 필요성 인지는 Table 7과 같다. 부모의 74.1%

가 가정에서 유아가 채소를 섭취하지 않을 경우 ‘노

력한다’라고 응답하였는데 노력하는 방법으로 ‘채소

를 먹으면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해줌’에 응답한 비율

이 63.5%로 가장 높았고 ‘채소가 보이지 않도록 조

리방법을 다르게 함’이 31.2%로 뒤를 이었는데, 노

력의 여부와 방법은 군 간 서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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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schoolers’ reason for liking and disliking vegetables according to parents’ recognition of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Variables
Parents’ recognition for CCFSM1) 

Total (n=255) 2 value2)

High (n=70) Medium (n=121) Low (n=64)

Main reason for disliking vegetables

  Not liking taste 18 (25.7)3) 47 (38.9) 26 (40.6) 91 (35.7) 22.66*

  Not liking texture 17 (24.3) 34 (28.1) 19 (29.7) 70 (27.5)

  No experience 15 (21.4)  5 ( 4.1)  4 ( 6.3) 24 ( 9.4)

  Habit  7 (10.0) 11 ( 9.1)  5 ( 7.8) 23 ( 9.0)

  Too strong flavor  8 (11.4) 13 (10.7)  2 ( 3.1) 23 ( 9.0)

  The others  5 ( 7.1) 11 ( 9.1)  8 (12.5) 24 ( 9.4) 　

Main reason for liking vegetables

  For health 19 (27.1) 37 (30.6) 17 (26.6) 73 (28.6) 10.25

  Influence of family or friends 15 (21.4) 35 (28.9) 11 (17.2) 61 (23.9)

  Liking taste 13 (18.6) 21 (17.4) 17 (26.6) 51 (20.0)

  Having often eaten at home 15 (21.4) 13 (10.7) 14 (21.9) 42 (16.5)

  The others  8 (11.4) 15 (12.4)  5 ( 7.8) 28 (11.0) 　
1) CCFSM: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 Analyzed by chi-square test at P＜0.05
3) N (%)
* P＜0.05 

유아의 채소 섭취 증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80.0%였는데,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하인지도군의 경우 31.2%로 상인지도

군 14.3%, 중인지도군 17.4%의 각각 2배 정도, 1.5배 

정도로 높았다(P＜0.05).

고 찰

본 연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한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유아 자녀의 학부

모들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보여주었고, 그중에서 인지도가 높은 부

모의 경우 유아의 식생활, 특히 채소 관련 식습관에 

보다 긍정적인 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가 낮은 경

우, 유아의 채소 선호와 섭취를 증가시키는 데에 채

소에 대한 노출이 중요한 점을 인식하는 비율이 낮

을 수 있다. 유아의 채소 선호에 미치는 채소에 대

한 노출 경험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를 통해 정립된 

이론으로써, 노출 방법별로(Heim 등 2009; Heath 등 

2014; Coulthard & Sealy 2017) 보고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 유아의 채소 기피 이유를 ‘먹어본 적이 없어

서’라고 답한 비율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잘 

알고 있다는 집단의 경우 ‘들어본 적이 있다’거나 

‘전혀 모름’이라고 답한 집단에 비해 3∼5배 정도 

높은 결과는 매우 특이할만하다. 이 결과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사업의 효과에 기인한다

고 볼 직접적 근거는 없지만 그 관련성이 나타났다

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혀 들어본 적

이 없다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하원 후 보육기관 

식단에 대해 말하는 빈도가 다른 두 군에 비해 유

의적으로 낮았고 자녀의 급식 만족도가 낮은 경향

을 보였다. 더구나 자녀의 채소 섭취 증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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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arent’s efforts and needs for education to improve child’s vegetable intake according to their recognition of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Variables　
Parents’ recognition for CCFSM1) 

Total (n=255) 2 value2)

High (n=70) Medium (n=121) Low (n=64)

Making efforts to improve child’s vegetable intake?

  Yes 53 (75.7)3)  91 (75.2) 45 (70.3) 189 (74.1) 0.651

  No 17 (24.3)  30 (24.8) 19 (29.7)  66 (25.9) 　

Method to improve child’s vegetable intake4)

  Explaining good things about vegetables 34 (64.2)  54 (59.3) 32 (71.2) 120 (63.5) 0.292

  Modifying recipe to hide vegetables 15 (28.3)  33 (36.3) 11 (24.4)  59 (31.2)

  Giving reward or punishment  4 ( 7.5)   4 ( 4.4)  2 ( 4.4)  10 ( 5.3)

Education need to improve child’s vegetable intake

  Yes 60 (85.7) 100 (82.6) 44 (68.8) 204 (80.0) 7.02*

  No 10 (14.3)  21 (17.4) 20 (31.2)  51 (20.0) 　
1) CCFSM: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2) Analyzed by chi-square test at P＜0.05
3) N (%)
4) Analyzed only in the subjects who answered to make efforts to improve child’s vegetable intake
*P＜0.05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부모의 경

우 다른 두 군에 비해 매우 높은 본 연구결과는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와 관련된 어떠한 요

인들이 유아 대상 교육이 불필요하고 혹은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 결과는 부모가 인지하는 유아 자녀의 채소반찬

에 대한 기호도는 물론 제공 및 섭취빈도가 세 군 

간에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지도가 낮은 학부모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등록기관이 아닌 시설을 자녀 보육기관

으로 이용하는 가능성이 크므로 채소 관련 등 식습

관 개선에 관한 부모 대상 교육의 기회가 적은 것

이 이유일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기관 급식 식단

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영양전문가가 아닌 조리사

가 식단을 작성한다고 알고 있는 비율이 다른 두 

군에 비해 높았다. 이 점은 자녀 보육기관의 식단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이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2017년 

보육통계의 보육교직원 현황(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7)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고용영양사

는 944명으로 어린이집이 40,238개소인 점을 감안하

면 97% 정도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보육기관의 학부

모를 조사대상자로 국한하지 않았고 자녀의 보육기

관의 영양사 고용 여부도 조사하지 않아 자녀 보육

기관의 식단 작성자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의도하

지는 않았다. 그런데 조리원이 자녀 보육기관 급식

의 식단을 작성한다고 답했다면 상기 법령의 ‘어린

이집 식단 작성의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

도가 낮은 부모 중에 보육기관 식단 작성자를 조리

사라고 잘못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결과는 이 

집단에서 보육기관 식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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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앞으로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보육기관에 급식 식단을 제공하는 것임을 홍

보하게 된다면 학부모의 자녀 보육기관에 대한 신

뢰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

한 부모의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고, 여기에서 시행

하는 행사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에 조사한 본 연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를 ‘전혀 모름’으로 답한 비율이 25.1%이어서 

2015년에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Park(2016)의 

연구에서 ‘들어본 적 없다’가 67.3%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그 인지도가 지난 3년에 걸쳐 크게 상승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참여율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잘 알고 있다

는 학부모조차도 60%에 못 미치게 나타났지만 2015년

에 조사한 선행연구(Park 2016)에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모교육의 경험에 대하여 

96.0%가 ‘없다’로 답한 것보다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와 행사 참여율이 3년간 대폭 상승된 것에 

비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유아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은 ‘도움이 된다’라고 응

답한 비율이 74.7%로 응답한 같은 선행연구(Park 

2016)와 비교하면 본 조사결과에서는 ‘도움이 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72.8%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서비스 중 가장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Park(2016)의 연구에

서는 ‘조리시설의 위생관리’가 가장 높았던 것에 비

해 본 연구에서는 ‘조리환경’이 가장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영

양적 식단뿐 아니라 보육기관의 조리실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도 지원함을 부모참관교육이나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충남 아산지역 유아를 대상으로 한 Song & 

Kim(2011)의 보육기관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자녀의 

경우 ‘만족’ 이상이 29.8%, 부모의 경우 40.9%에 그

친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척도로 조사한 본 연구 

결과에서 ‘만족’ 이상이 자녀와 부모가 각각 68.2%

와 58.8%로 나타나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두 연구 

결과의 비교에서 유아의 급식 식단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이전 시기와 2년이 경과된 본 연구 조사기간의 차

이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이를 확인하

기 위해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이전에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동일한 기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만족도 조사도구뿐 아니라 

이외의 다른 항목을 조사함으로써 교란변수를 보정

하여 다른 항목의 결과 변화에 비해 급식 만족도만 

향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와 무

관하게 유아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개선의 노력

이 필요한 점이 제시된다. 우선 전체적으로 가장 높

은 비율인 40.8%의 부모가 유아가 기피하는 식재료

가 채소류라고 답하여 현대 선진국 성장기 집단의 

가장 큰 문제가 채소 섭취 부족임을 보고한 선행연

구들(Son 2006; Lee & Lee 2014)의 결과를 확인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녀가 채소를 섭취하지 않을 

경우 ‘노력하지 않는다’는 부모가 25.9%나 되는 점, 

그리고 채소 섭취 여부에 따라 상벌을 준다는 비율

이 4.2%에 달하는 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서의 집합교육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한 부모교육이 

시급함을 뒷받침한다. 

한편, 채소반찬을 싫어하는 이유를 조사한 대부분

의 연구(Kang 2003; Kweon & Koh 2005; Lee 2007; 

Park 2008)에서도 ‘맛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가장 많

이 응답하여 본 연구와 일치한다. 식품의 맛, 모양, 

향, 조직감 등은 조리법의 변화로 인해 바뀌어 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조리법을 반복하는 것은 유아

의 채소에 대한 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Oh & 

Chang 2006). 따라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조리법의 

채소반찬을 포함하는 식단을 구성하거나 유아가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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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할 채소 조리법을 개발함으로써 채소의 섭취율을 

높이는 사업을 각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에서 방문교육 및 특화사업(Noh 등 2018)으로 시행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소규모 편의 표본을 대상

으로 조사되었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점

이 있다. 무엇보다 유아의 식생활, 특히 채소 섭취 

관련 식생활에 불리한 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에 대한 부모의 낮은 인지도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다니는 자녀 보육기관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 여부뿐 아니라 학부모의 취업 여부, 

교육 정도, 자녀 순위 등과 같이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와 행사 참여 가능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요약 및 결론

부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른 

유아의 채소 관련 식생활 및 보육기관의 식단 만족

도를 조사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등원하

는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

라 각각 상(27.5%), 중(47.4%), 하(25.1%)로 구분하고 

각 변수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라 

자녀의 성별, 연령, 어린이집 유형의 분포, 기피

하는 식재료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인지도군의 경우 10.7%

로 매우 낮았고, 상인지도군의 학부모조차도 

58.6%에 그쳤다(P＜0.00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가 자녀 식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

은 상인지도군의 88.6%에 비해 중인지도군의 경

우 63.6%로 낮았는데(P＜0.001), 가장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전체적으로 ‘영양적 식단

(53.2%)’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어린이 식습관 

개선(22.3%)’, ‘영양 및 위생교육(20.9%)’, ‘위생적 

조리환경(3.6%)’이 뒤를 이었다. 

3. 부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와 무관하

게 98.0%의 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보육기관의 식

단을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자녀가 다니는 보육기

관의 식단 작성자를 ‘조리사’라고 알고 있는 비율이 

하인지도군의 경우 26.6%로 중인지도군 13.2%와 상인

지도군 5.7%에 비해 매우 높았고(P＜0.001), 보육기

관의 식단에 대해 상인지도군은 78.5%가 ‘만족’ 

이상으로 답하여 중인지도군 67.7%와 하인지도군 

57.8%에 비해 높았다(P＜0.05).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잘 알고 있다는 부모

의 경우 유아가 하원 후 보육기관 식단에 대해 

이야기 하는 빈도를 ‘항상’, ‘자주’라고 응답한 비

율이 45.7%로 중인지도군의 2.5배 정도, 하인지도

군의 3배 정도로 나타났고(P＜0.001), 보육기관 

식단에 유아 자녀가 ‘만족’ 이상으로 답한 비율이 

71.5%로 중인지도군 54.5%나 하인지도군 53.2%

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었다. 

5.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의 채소반찬 제공 및 섭취 

빈도와 기호도는 부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와 관련이 없이 32.5%가 ‘싫어함’ 이하로, 

20.8%가 ‘좋아함’ 이상으로 답하였다. 유아가 채

소를 기피하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가 전체적으

로 35.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씹을 때 질감

이 좋지 않아서’, ‘먹어 본 적이 없어서’, ‘습관적

으로’, ‘향이 강해서’, ‘조리법’, ‘색깔’, ‘과거 안 

좋은 기억’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 부모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라 상인지도군의 

경우 ‘먹어본 적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1.4%로 중인지도군과 하인지도군보다 크게 높았

다(P＜0.05). 한편, 유아가 채소를 좋아하는 이유

는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가 28.6%, ‘주변

(가족, 친구)의 영향으로’, ‘맛이 좋아서’가 뒤를 

이었고 부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지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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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대상자인 부모의 74.1%가 가정에서 자녀가 

채소를 섭취하지 않을 경우 ‘노력한다’라고 응답

하였는데, 노력하는 방법으로 ‘채소를 먹으면 좋

은 점에 대해 설명해줌’에 응답한 비율이 63.5%, 

‘채소가 보이지 않도록 조리방법을 다르게 함’이 

31.2%였다. 자녀의 채소 섭취 증가를 위한 교육

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하인지도군의 

경우 31.2%로 상인지도군, 중인지도군보다 각각 

2배 정도, 1.5배 정도 높았다. 

본 연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한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유아 자녀의 학부

모들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보여주었고, 그중에서 인지도가 높은 부

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아의 식생활, 

특히 채소 관련 식습관에 보다 긍정적인 점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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