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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erception of nutrition teachers about emergency meals in all schools af-
filiated with the Seoul Office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need for emergency 
meals and provide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thereby assisting meal service sit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26 to 31, 2021, analyzing 130 collected samples. The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nutrition teachers recognized the need for school meal services for the prevention of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considered the variance among school meal consumers. Also, they generally 
thought of emergency meals due to the need for social distancing and the decrease in the distribution of 
food. Secondly, in terms of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bout emergency meals, nutrition teachers 
(45.4%) who have provided emergency meals (t=2.584, P＜0.05) were more aware of the need for emergency 
meals than nutrition teachers (54.6%) who had not provided emergency meals. Nutrition teachers conceived 
emergency meals to minimize the contact between people (45.6%) and to rectify the imbalance in nutrition 
(37.5). Next, emergency meal attributes were observed to be ranked in the order of convenience (3.49), safety 
(3.15), and satisfaction (2.88). Fourthly, although there were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emergency meal at-
tribute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fety of the cooking process, menu familiarity, 
the low unit price compared to regular meals and the excellent satisfaction with nutrition provided (t=2.603, 
P＜0.05), (t=2.039, P＜0.05), (t=2.154, P＜0.05), (t=2.477, P＜0.0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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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현재도 감염자

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

고 있으나,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백신 접종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어 코로나

와 공존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Lee 2021a).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교생 등교가 어려

워졌고, 이에 학교급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집

단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역인 급식소는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급식 방법으로 조

리와 배식, 식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간편식’을 고

민하기 시작하였다(Fsnews 2020). 각 시ㆍ도 교육청

에서는 위기 상황에 따른 급식 제공 기준을 마련하

였고 필요시 등교 초기에는 간편식을 제공하여 단계

적으로 일반식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간편식에 대

한 이해와 적용 기준이 부족하였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1).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의 

학교급식(일반식)이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감염병과 같

은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간편식의 새로운 개념인 ‘위기준비식’과 ‘위기

대응식’을 제안하였다(Newsis 2021). 
Baek 등(2020)은 ‘위기준비식’을 감염병 상황에서 

안전한 급식 준비를 위해 단기간 제공하는 급식으로 

학교별 상황에 따라 1∼3일간 제공하는 급식으로 정

의하였다. 식단은 샌드위치, 빵, 떡과 음료 및 후식으

로 구성하였다. 반면, ‘위기대응식’은 감염병 상황에

서 조리 및 배식, 식사 시간을 단축하면서 영양 기준

과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급식으로 학교

별 운영 상황에 따라 1∼2주간 제공하는 급식으로 

정의하였다. 식단은 완전 조리(Ready to Heat; RTH), 
반조리(Ready to Cook; RTC) 또는 완제품(Ready to 
eat; RTE), 과일 및 음료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학교급식과 관련된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구매 패턴(Choi 2020), 농업ㆍ농촌부문 

대응과제(Kim 등 2020a), 만족도 및 행동 의도(Kim 
2021a), 아동ㆍ청소년 사회서비스 동향(Lee 2021a), 
직무 스트레스(Kim 2021b), 학교급식 소비 변화(Kim 
등 2020b; Park 2020; Son 2021), 학교급식 피해 대책 

현황(Jang 2020)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관련 기관

에서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1a), 시ㆍ도

교육청(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1),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1),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0) 등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위

기대응식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관리자의 위기대응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고, 위기대응식의 속성을 

FGI(Focus Group Interveiw; FGI)를 통해 편리성, 안

전성, 만족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위기대응식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감염병 위

기경보의 격상 단계에 맞춰 위기대응식을 탄력적으

로 제공하여 학교급식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

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급식관리자인 서울시교육청 초ㆍ중ㆍ고ㆍ

특수학교의 영양(교)사 130명을 대상으로 FGI 및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조사를 통해 타

당성을 검토하고 완성하였으며, 2021년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을 통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응답된 130부 모두 결

과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

리위원회(7001988-202108-HR-1204-05)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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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design and method of FGI.

Classification Contents

Subject Panel Occupation School level Working years
A Nutrition teachers Elementary school 11
B Elementary school 8

C Middle school 4

D High school 3

E High school 9

F Special education School 12

Period May 25, 2021

Collection method Zoom meeting (online)

Analysis method Content analysis, triangulation

Time 15:30∼16:30 (1 hour)

Question Introduction Self introduction

Conversion Emergency of school meal service

Main question 1 Emergency meal cognition

Main question 2 Emergency meal attribute(convenience, safety, satisfaction)

Termination Question and answer

2. 조사내용 및 구성

설문지 문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사항과 위

기대응식에 대한 인식 및 속성 조사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종, 
근무연수, 학교급, 급식 형태, 운영 방식, 배식 형태, 
급식 횟수, 급식 인원, 조리종사원 수에 대한 내용으

로 12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위기대응식 제공 및 위기대응

식에 대한 인식에서는 위기대응식의 제공 여부, 필요

성에 대한 인식, 위기대응식 필요한 이유, 위기대응식 

준비 시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고, 총 12개의 문항

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하위 요인인 편

리성 Cronbach’s α=0.923, 안전성 Cronbach’s α=0.957, 
만족도 Cronbach’s α=0.921로 모두 높게 나타나 측정 

자료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대응식 속성 및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는 영양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FGI에서 다중 응답

된 편리성, 안전성, 만족도를 속성으로 설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설문 문항은 편리성 13
문항, 안전성 16문항, 만족도 19문항으로 설정하여 5
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방법

자료의 통계처리는 IBM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 Chicago, USA) 26.0을 이용하였으

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기대응식 제공 및 위기대응식

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χ2-검
증에 의한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기대응식의 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의 다중비교를 

통해 그룹 간의 차이를 구분하였다.



48 | 급식관리자의 COVID-19 위기대응식 인식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130)

Variables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Female 127 97.7

Male 3 2.3

Age (yrs) ≥20∼<30 31 23.8

≥30∼<40 40 30.8

≥40∼<50 32 24.6

≥50∼<60 27 20.8

Education Two-year college graduation 2 1.5

Four-year college graduation 73 56.2

Master’s degree 55 42.3

Occupation Nutritionist 26 20.0

Nutrition teachers 104 80.0

Working years <10 62 47.7

≥10∼<20 29 22.3

≥20 39 30.0

School level Elementary 76 58.5

Middle School 30 23.0

High School 24 18.5

How to cook school meal Single 120 92.3

Cooperation 10 7.7

Operation type Self-operated 122 93.8

Partial contract-managed 8 6.2

Distribution type In classroom 30 23.1

In cafeteria 94 72.3

Combined 6 4.6

The number of school meals One meal a day 118 90.8

Two meals a day 7 5.4

Over three meals a day 5 3.8

The students number of school meals ≤500 49 37.6

≥501∼≤800 47 36.2

≥801 34 26.2

The number of cooking staff <5 49 37.7

≥5∼<10 73 56.2

≥10 8 6.1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조사대

상자의 성별은 여성(97.7%), 남성(2.3%)으로 대부분이 

여성이었고, 연령은 만 30∼40세 미만(30.8%), 만 40∼
50세 미만(24.6%), 만 20∼30세 미만(23.8%), 만 50∼
60세 미만(20.8%)으로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학
력은 4년제 대학 졸업(56.2%), 대학원 석사 졸업(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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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hether to provide emergency mea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 (N=130)

General characteristics
To provide emergency meal

Y N Frequency χ
2-value

Working years <10 24 (38.7)1) 38 (61.3) 62 (100)  5.870

≥10∼<20 11 (37.9) 18 (62.1) 29 (100)

≥20 24 (61.5) 15 (38.5) 39 (100)

School level Elementary 44 (57.9) 32 (42.1) 76 (100) 11.687**

Middle  9 (30.0) 21 (70.0) 30 (100)

High  6 (25.0) 18 (75.0) 24 (100)

Office of education Eastern 17 (51.5) 16 (48.5) 33 (100)  0.936

Central 11 (47.8) 12 (52.2) 23 (100)

Southern  9 (42.9) 12 (57.1) 21 (100)

Western 13 (41.9) 18 (58.1) 31 (100)

Northern  9 (40.9) 13 (59.1) 22 (100)

The students number of school meals ≤500 19 (38.8) 30 (61.2) 49 (100)  1.685

≥501∼≤800 22 (46.8) 25 (53.2) 47 (100)

≥801 18 (52.9) 16 (47.1) 34 (100)

Total 59 (45.4) 71 (54.6) 130 (100)
**P＜0.01
1) N(%)

2년제 대학 졸업(1.5%)으로 4년제 대학 졸업의 비율

이 가장 높았다. 직종에서는 영양교사(80.0%), 영양사

(20.0%)로 영양교사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근무연수

는 10년 미만(47.7%), 20년 이상(30.0%), 10∼20년 미

만(22.3%)으로 10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급에서는 초등(58.5%), 중등(23.0%), 고등(18.5%) 순으

로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급식 형태별로는 

단독 조리(92.3%), 공동조리(7.7%)로 단독 조리의 비

율이 가장 높았고, 운영 방식별로는 직영(93.8%), 일부 

위탁(6.2%)으로 대부분 직영이었다. 배식 형태는 식당 

배식(72.3%), 교실 배식(23.1%), 교실+식당 배식(4.6%)
으로 식당 배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급식 횟수별

로는 1일 1식(90.8%), 1일 2식(5.4%), 1일 3식 이상

(3.8%)으로 1일 1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자가 관리하는 총 급식 인원은 500명 이하(37.6%), 
501∼800명(36.2%), 801명 이상(26.2%)으로 500명 이

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조리종사원 수는 5∼10명 

미만(56.2%), 5명 미만(37.7%), 10명 이상(6.1%)로 5∼

10명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 위기대응식 제공 및 위기대응식에 대한 인식

 1) 위기대응식 제공 여부

감염병 상황의 학교급식에서 위기대응식 제공 여

부는 ‘제공한 적이 있음’이 45.4%, ‘제공한 적이 없

음’이 54.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χ2=11.687, P＜0.01) 근무연수, 소속 교육청, 총 급식 

인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은 감염병 상황의 학교급식에서 위기대응식을 

‘제공한 적 있음’이 57.9%로 더 높았고, 중등(70.0%)
과 고등(75.0%)은 ‘제공한 적이 없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2) 위기대응식의 필요성 인식

감염병 상황의 학교급식에서 위기대응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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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mergency mea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N=130)

Classification Frequency (n) Total t-value/F-value

Emergency meal provision Yes 59 3.59±1.191) 2.584*

No 71 3.06±1.17 

Working years <10 62 3.13±1.17 1.198

≥10∼<20 29 3.45±1.21 

≥20 39 3.46±1.25 

Education Elementary 76 3.42±1.20 1.016

Middle 30 3.07±1.17 

High 24 3.21±1.25 

Office of education Eastern 33 3.15±1.28 1.185

Central 23 3.39±1.08 

Southern 21 3.48±1.08 

Western 31 3.55±1.31 

Northern 22 2.91±1.15 

The students number of school meals ≤500 49 3.29±1.22 1.270

≥501∼≤800 47 3.49±1.10 

≥801 34 3.06±1.30 

Total 130 3.30±1.20 
1) Mena±SD(5-point Likert-type scales from 1=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
*P＜0.05 

에 대한 인식은 Table 4와 같다. 위기대응식의 필요성

에 대해 위기대응식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

지 않은 경우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t=2.584, P＜0.05) 근무연수, 학교급, 소속 교육청, 총 

급식 인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감염병 

상황의 학교급식에서 위기대응식을 제공한 경험이 있

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기대응식이 더 필

요하다고 인식하였다.

3) 위기대응식이 필요한 이유

감염병 상황의 학교급식에서 위기대응식이 필요한 

이유는 Fig. 1과 같다. 우선, 영양(교)사 69.3%가 위기

대응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람 간의 접촉

이 최소화된다(45.6%)’,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36.7%)’, ‘일반식에 비해 안전하다(6.7%)’, 
‘사람들의 불안을 감소시킨다(5.6%)’, ‘상부 기관의 매

뉴얼에 따르기 위함이다(3.3%)’, ‘기타(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기대응식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 간

의 접촉 최소화’로 감염병 상황의 학교급식에서 중요

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위기대

응식이 불필요 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0.7%였으며, 
‘영양적으로 불균형하다(37.5%)’, ‘일반식과 큰 차이가 

없다(25.0%)’, ‘매뉴얼 부족(15%)’, ‘공급업체 선정 어려

움(2.5%)’,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어렵다(2.5%)’, ‘기
타(17.5%)’ 순으로 불필요한 이유를 답하였다.

4) 위기대응식 준비 시 중요한 요인

감염병 상황의 학교급식에서 영양(교)사가 위기대

응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은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안전(43.1%)’, ‘위생(28.5%)’, ‘관리

(8.5%)’, ‘영양(8.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과 위

생이 위기대응식 준비 시 중요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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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necessity of emergency meal.

Table 5. The importance of emergency meals. (N=130)

Category Frequency (N) Percentage (%)

Safety 56 43.1

Hygiene 37 28.5

Management 11 8.5

Nutrition 11 8.5

Preference 6 4.6

Price 4 3.1

Taste 4 3.1

Etc 1 0.6

Total 130   100

3. 위기대응식 속성 및 영향을 주는 요인

1) 위기대응식 제공 여부에 따른 편리성 

편리성은 13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평균은 3.49였다(Table 6). 위기대응식 제공 여부에 따

른 편리성 분석 결과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사전에 실시한 FGI에서는 위기대응식의 

편리성을 공정상의 과정 단축과 용이성을 토대로 급

식관리자 및 피급식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 
위기대응식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일반식 대비 섭취 편리성(3.95)’, ‘배식 시간 단축

(3.93)’ 문항에서 편리성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

이는 아니었다. 반면, ‘식재료 보관 시간 단축(2.78)’, 
‘식재료 보관 과정 단축(2.90)’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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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venience depending on whether emergency meal is provided or not. (N=130)

Item
Emergency meals provision 

Y (n=59) N (n=71) Total t-value

Convenient to eat compared to regular food 3.95±0.801) 3.90±0.96 3.92±0.89 0.305

Less leftovers 3.76±1.15 3.77±1.04 3.77±1.09 –0.062

Easy to purchase 3.03±1.27 3.14±1.23 3.09±1.25 –0.485

Easy to transport ingredients 3.32±1.20 3.70±1.03 3.53±1.12 –1.929

Shortening the inspection process of ingredients 3.12±1.31 3.38±1.13 3.26±1.22 –1.205

Shortening the inspection time of ingredients 3.19±1.25 3.44±1.10 3.32±1.18 –1.210

Shortening the process of storing ingredients 2.90±1.26 3.18±1.16 3.05±1.21 –1.341

Shortening the storage time of ingredients 2.78±1.25 2.96±1.16 2.88±1.20 –0.841

Shortening cooking process 3.51±1.29 3.75±1.33 3.64±1.31 –1.030

Shortening time for cooking 3.58±1.25 3.70±1.34 3.65±1.29 –0.560

Shortening distribution of meal 3.78±1.04 3.70±1.16 3.74±1.10 0.387

Shortening distribution time 3.93±0.89 3.76±1.20 3.84±1.07 0.935

Shortening overall meal time 3.69±1.04 3.75±1.07 3.72±1.05 –0.278

Total 3.43±0.86 3.55±0.81 3.49±0.83 –0.835
1) Mena±SD(5-point Likert-type scales from 1=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

위기대응식을 제공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일
반식 대비 섭취 편리성(3.90)’, ‘잔반 감소(3.77)’ 문항

에서 편리성 점수가 높았으나, ‘식재료 보관 시간 단

축(2.96)’, ‘구매 용이(3.14)’ 문항에서 편리성 점수가 

낮았다.

2) 위기대응식 제공 여부에 따른 안전성

안전성은 16문항으로 조사하였고, 평균은 3.15점으

로 나타났다(Table 7). 사전에 실시한 FGI에서는 위기

대응식의 안전성을 공정상의 안전성과 상호 간 접촉 

감소를 기초로 감염병 사전 예방을 통해 최종적으로 

급식관리자와 피급식자의 방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위기대응식 제공 여부에 따른 안전성 분석 결과 

‘조리 과정 안전’ 문항에 대하여 위기대응식 제공 경

험이 있는 그룹에서 제공한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유

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t=2.603, P＜0.05), 나머

지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대응식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일
반식에 비해 방역 도움(3.49)’, ‘소독시간 여유(3.47)’ 

문항에서 안전성 점수가 높았으나, ‘조리종사원과 영

양(교)사 간의 접촉 감소(2.49)’, ‘조리종사원 간의 접

촉 감소(2.63)’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기대응식을 

제공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배식 과정 안전

(3.37)’, ‘소독시간 여유(3.37)’ 문항에서 안전성 점수

가 높았으나, ‘납품 기사와의 접촉 감소(2.83)’, ‘영양

(교)사와 학생 간의 접촉 감소(2.87)’ 문항에서 안전성 

점수가 낮았다.

3) 위기대응식 제공 여부에 따른 만족도

만족도는 19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평균 점수는 

2.88점으로 나타났다(Table 8). 사전에 실시한 FGI에
서는 위기대응식의 만족도를 공정상의 전반적인 만족

도를 토대로 급식관리자 및 피급식자의 기호도 및 관

능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기대응식 제공 여부에 따른 만족도 분석 결과 

위기대응식 제공 경험이 있는 경우 ‘메뉴 친숙(t=2.039, 
P＜0.05)’, ‘일반식에 비해 단가 절감(t=2.154, P＜0.05)’, 
‘영양적으로 우수(t=2.477, P＜0.05)’는 문항 전수가 유

의성을 보였다. 위기대응식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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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afety depending on whether emergency meal is provided or not. (N=130)

 Item
Emergency meals provision

Y (n=59) N (n=71) Total t-value

Delivery method safety 3.20±1.111) 3.20±0.86 3.20±0.98 0.036

Less contact with the delivery man 2.80±1.32 2.83±1.11 2.82±1.21 –0.159

Less contact between cooks 2.63±1.34 3.00±1.32 2.83±1.34 –1.594

Less contact between cooks and nutrition teachers 2.49±1.25 2.89±1.24 2.71±1.25 –1.807

Less contact between cooks and students 3.08±1.33 3.07±1.20 3.08±1.26 0.065

Less contact between students and nutrition teachers 2.95±1.25 2.87±1.23 2.91±1.24 0.348

Packaging safety 3.31±1.24 3.35±1.12 3.33±1.17 –0.227

Cooking process safety 3.44±1.09 2.94±1.08 3.17±1.11 2.603*

Distribution process safety 3.37±1.05 3.37±1.09 3.37±1.06 0.035

Safety in the process of storing ingredients. 3.34±1.09 3.24±1.01 3.28±1.04 0.540

Safety during transportation 3.17±1.10 3.20±1.02 3.18±1.05 –0.148

Reduction of food pollution 3.37±1.16 3.38±1.20 3.38±1.18 –0.036

More time for disinfection 3.47±1.10 3.37±1.29 3.42±1.21 0.509

Hygienic than regular food 2.97±1.11 2.89±0.96 2.92±1.03 0.432

More helpful to quarantine than regular food 3.49±1.10 3.35±1.02 3.42±1.05 0.749

General safety 3.41±1.00 3.27±0.91 3.33±0.95 0.829

Total 3.16±0.95 3.14±0.84 3.15±0.89 0.112
1) Mena±SD(5-point Likert-type scales from 1=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
*P＜0.05

응답한 경우 ‘편리성 측면 만족(3.64)’, ‘시간 단축 측

면 만족(3.61)’ 문항에서 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 ‘영양적으로 우수(2.10)’, 
‘다양한 메뉴 구성(2.15)’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기

대응식을 제공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편리성 

측면 만족(3.65)’, ‘시간 단축 측면 만족(3.52)’ 문항에

서 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나, ‘영양적으로 우수(1.75)’, 
‘일반식에 비해 단가 절감(1.99)’ 문항에서 만족도 점

수가 낮았다.

고 찰

감염병 상황의 학교급식에서 위기대응식을 제공한 

학교급은 초등이 가장 많았으며, 동부권 교육청 및 

식수인원 501∼800명인 곳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hn 등(2020), Baek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지역별 학교의 간편식 제공 현황에서 초등학교에서 

간편식을 가장 많이 제공한다고 나타났는데, 본 연구

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위

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밀

키트 형태의 간편식을 제공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반

면, 고등학생들은 간편식에 대한 기호와 분량, 영양적

인 측면에서 불만족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2020)의 중ㆍ고등학생 인식조사

에서 간편식이 맛, 편의성, 다양성, 가격에 대한 선호

도는 높으나 영양에 대한 인식은 낮다는 결과와 유사

하였다. 
위기대응식의 필요성 인식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위

기대응식을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위기대응식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전

문가들은 감염병 상황에서 급식 운영 전반의 위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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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atisfaction depending on whether emergency meal is provided or not. (N=130)

Item 
 Emergency meals provision

Y (N=59) N (N=71) Total t-value

Taste 2.98±0.961) 2.76±0.89 2.86±0.92 1.375

Menu familiarity 3.14±0.99 2.77±1.02 2.94±1.02 2.039*

Various menu 2.15±0.96 2.06±0.92 2.10±0.94 0.580

High preferred menu 3.34±1.14 3.14±1.03 3.23±1.08 1.040

No difference from other regular meal 2.69±0.93 2.44±1.02 2.55±0.99 1.490

Lower unit price than regular meal 2.36±1.14 1.99±0.73 2.15±0.95 2.154*

High visual satisfaction 2.44±1.13 2.42±1.04 2.43±1.08 0.095

Excellence in nutrition 2.10±0.94 1.75±0.69 1.91±0.83 2.477*

Use in food poisoning situations 2.98±1.32 2.90±1.23 2.94±1.27 0.364

Use in the strike 3.02±1.36 3.46±1.27 3.26±1.33 –1.936

Satisfaction in cooking process 3.02±1.20 2.69±0.99 2.84±1.10 1.701

Satisfaction in food storage 2.93±1.14 2.85±0.99 2.88±1.06 0.465

Satisfaction in food delivery 2.98±1.14 3.00±1.01 2.99±1.07 –0.090

Satisfaction in distribution 3.27±1.19 3.41±0.95 3.35±1.06 –0.718

Satisfaction in hygiene 3.08±1.15 3.04±0.92 3.06±1.02 0.234

Satisfaction in safety 3.31±1.19 3.08±1.00 3.18±1.09 1.149

Satisfaction in convenience 3.64±1.09 3.65±0.96 3.65±1.02 –0.021

Satisfaction in time reduction 3.61±1.14 3.52±1.08 3.56±1.11 0.455

Overall satisfaction 3.03±1.19 2.75±0.81 2.88±1.00 1.580

Total 2.95±0.80 2.83±0.56 2.88±0.68 1.028
1) Mena±SD(5-point Likert-type scales from 1=strongly disagree to 5=strongly agree)
*P＜0.05

소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위기대응식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Fsnews 2020; Newsis 2021). 이는 학교급

식의 위기 상황 시 간편식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영

양(교)사가 급식의 조리, 배식 시간 및 식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간편 급식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위기대응식이 필

요한 이유는 ‘사람 간의 접촉이 최소화 된다.’가 

45.6%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Ministry of Education 
(2021a),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2021)
의 급식 운영 관리 방안에서 위기 상황 시 간편 식단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접촉 및 밀집도를 최소화하

고, 단계적·순차적으로 일반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

으므로 실제 현장에서의 위기대응식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반면, 위기대응식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영양적으로 불균형하다’가 37.5%로 높게 나타났는데, 
간편식이 ‘한 끼 영양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식사대

용이 될 수 없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

타났다(Park 2012). 학교급식 간편식은 영양적이지 못

하다는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안

전성을 확보하면서 영양기준을 충족한 식단 운영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위기대응식 준비 시 중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안전 

(43.1%), 위생(2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안전과 위생 관리를 중시한다는 다수의 연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Kim 2019; Ministry of Education 
2021b). 이에 학교급식에서 중시하는 요인이 안전과 

위생이므로 추후 위기대응식 연구에 관련 요인이 반

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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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식 속성 및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편리성(3.49), 안전성(3.15), 만족도(2.88) 순으로 편리

성의 점수가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간편식의 대표

적인 속성이 편리성으로 보고된 바 있다(Koo 등 2018; 
Son 2020; Cha 등 2021). 이에 위기대응식이 편리성

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급식 관련 선행연구에서 만족도 요인 중 

공통적 요인으로 높게 평가된 것이 음식의 품질과 맛

으로 보고된 바 있다(Cha 등 2007; Park 2009). 이에 

위기대응식 제공을 위해 합리적 가격의 식재료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피급식자의 면역성과 영양성을 갖춘 

메뉴를 구성하고, 단계별 위기대응식 제공을 통해 코

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Jang 2020).

요약 및 결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

리두기로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증

가하고 있다(Lee 2021b). 이에 Ministry of Education 
(2021a)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급식에서 간

편식 및 대체식으로 식단을 간소화하는 지침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위기대응식에 대

한 연구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위기대응식에 대한 인식과 속

성을 편리성, 안전성, 만족도 측면에서 분석하여 학교

급식 정상화 및 위기대응식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2021년 5월 26일부터 5월 31
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영

양(교)사를 대상으로 FGI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130개의 설문 응답이 수집되어 최종 분석에 사

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에서 여성 

97.7%, 남성 2.3%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만 30세∼

40세 30.8%, 40∼50세 24.6%로 30∼40세가 많았

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56.2%, 대학원 석

사 졸업 42.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10년 

미만 47.7%, 20년 이상 30% 순이었으며, 초등 58.5%, 
중등 23.0%, 고등 18.5%로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

다. 총 급식인원은 500명 이하 37.6%, 501∼800명 

36.2%, 801명 이상 26.2%로 나타났다. 
2. 위기대응식 제공 및 위기대응식에 대한 인식을 비

교해 보았을 때, 위기대응식의 제공 여부 중 학교

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χ2=11.687, 
P＜0.01), 나머지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대응식의 필요성에서는 위기

대응식의 제공 여부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t=2.584, P＜0.05), 나

머지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기대응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이 

3.30점으로 ‘보통이다(3점)’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염병 상황의 학교급식에서 위기대

응식을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

우보다 위기대응식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위기대응식이 필요한 이유에서는 영양(교)사 

6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위기대응식이 

필요한 이유로 ‘사람 간의 접촉이 최소화된다(45.6%).’,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한다(36.7%).’ 순

으로 응답했다. 반면, 위기대응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영양(교)사(30.7%)는 ‘영양적으로 불균형하

다(37.5%).’, ‘일반식과 큰 차이가 없다(25.0%).’는 

순으로 많았다. 이는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따른 대응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나, 위기대응식이 

영양상 불균형하고 일반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피급식자의 기호

를 분석하고 일반식과 차별화된 메뉴 개발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위기대응식을 준비할 때 가장 중

요시하는 요인은 ‘안전(43.1%)’, ‘위생(28.5%)’, ‘관
리(8.5%)’, ‘영양(8.5%)’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영양(교)사는 급식 준비 과정이 안전하고 위생

적일수록 위기대응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기대응식 속성 및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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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편리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안전성

에서는 ‘조리 과정 안전(t=2.603, P＜0.05)’, 만족도

에서는 ‘메뉴 친숙(t=2.039, P＜0.05)’, ‘일반식에 비

해 단가 절감(t=2.154, P＜0.05)’, ‘영양적으로 우수

함((t=2.477, P＜0.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안전성 및 만족도 요인을 반영한 급

식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위기대응식은 일반식보다 

편리성이 중요한 속성이므로 학교급식의 위기 상황 

시 시간과 노력의 절감을 통해 위기 상황을 적절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안전한 급식환

경 구축 및 다양한 위기대응식을 개발한다면 급식관

리자 및 피급식자의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급식 현장에서 감염병 

격상 단계에 맞춰 1단계(관심) 및 2단계(주의)는 위기

준비식 및 일반식을, 3단계(경계)에서는 위기대응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를 제언한다. 또한, 추후 위기대

응식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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