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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식품안전성 인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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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This study was concudted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Food Safety Awareness by
Parental Status based on the 2018 consumer survey data on Food Consumption Behaviors of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Methods: The data of the food safety awareness of 6,578
adults was used to for analysis. The Awareness of Food Safety, Awareness of Imported Food
Safety, Awareness of Domestic Food Safety, Awareness of Cooking and Eating Place Food
Safety, Degree of concern on Food Hazard Factors, Importance of Subjects in Food Safety
Management and Willingness to Pay Higher Price for Safe Food on parental status were
invetigated. Results: Overall, perception of food safety problems was higher in adult with
children who eat school meal. Additionally, imported food safety awareness and domestic food
safety awareness was found to be higher in adult with children who eat school meal except
vegetable variable. The level of concern by food hazards was higher in adult with children
who eat school meal. Finally, the willingness to pay higher prices for safe food was higher
for children who eat school meal.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 the perception
of food safety awareness by parental status. It is expected that these results of study would
used as the basis fofurther research and policy on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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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재료 및 공급업체에 대한 학부모 인식 연구(이석인 외, 2015), 학교급식의 위생안정성에 대한 학부
모 인식 연구(김종규, 2004)가 있었고, 국내 학교급식 위생에 대한 주요 영향 인자 연구(민지현 외,

‘단체급식’ 혹은 ‘급식’이란 학교·병원·산업체 등의 특정 시설에서 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식사를 공급하는 조직적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의 산물로서의 식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특
정 다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을 받는 대상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음식점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윤지현 외, 2016). 급식을 모조직
의 제도적 시설 명칭에 따라 분류할 때, 학교급식은 교육활동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원
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대학급식은 학교급식에

2015)가 있었으며, 최근 2018년 식품소비행태조사가 진행되었으나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대한 학부모의 식품안정성 인식에 대한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의 식품안정성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식품소비
행태조사 2018년 성인 자료를 이용하여 식품안정성 문제 인식, 식재료 안전에 대한 인식, 식사장
소별 안전에 대한 인식, 식품위해별 우려정도, 안전관리 주체별 중요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관련 부분의 연구와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윤지현 외, 2016).
한국의 학교급식은 1953년 캐나다 정부가 분유 14만 파운드를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용으로 지

Table 1. Status of Food Poisoning; 2015-2019

n(%)

Other

원하면서 처음 시작하였고, 1957년 세계민간구호협회에서 밀가루를 지원하며, 빵 급식의 계기가
School

되었다. 이후 1973년 외국 원조가 종료되며, 정부사업으로 학교급식이 실시되기 시작, 1981년 학

Restaurant

교급식법(대통령령 제10460호)가 제정되어 학교급식의 실시대상, 급식시설 및 설비 운영원칙 관리

Quantity Food
Production

Home

Other

Unknown

Total

33,597

Number of

12,047

8,664

Place
4,470

79

7,850

487

건진흥원, 2019). 학교급식은 초기에는 직영으로만 운영되었으나, 1996년부터 개정된 위탁급식제

patients
Number of

(36)

(26)

(14)

(0)

(23)

(1)

(100)

202

973

148

20

277

27

1,647

도 도입으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위탁급식이 증가되어 한때는 약 15%의 학교가 위탁급식으로

occurrence

(12)

(59)

(9)

(1)

(17)

(2)

(100)

기준, 전담직원의 배치, 학부모의 경비부담 등에 대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서울특별시학교보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CJ푸드시스템(현 CJ프레시웨이)에서 위탁운영을 하거나 식재료
를 납품했던 수도권 일대 학교급식에서 동시다발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탁운영에서 직영
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학교급식법이 재개정되었

연구방법

고(김병조, 2019), 이후 위탁급식으로 운영되던 학교들이 점차 직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매
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015년 12월 기준
으로 전국 1만 1,000여개의 학교에서 약 700만명의 학생들이 학기 중 매일 한 끼 이상의 급식을
학교에서 먹고 있다(윤지현 외, 2016). 그러나 최근 몇 년에 걸쳐 대중에게 많은 건강우려 요인 중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8년 식품소비행태조사의 가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식품소비행태조사는

특히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도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정해권,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경기 불확실성 증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의 경제·사회·인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크게 생물적 요인과 화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생

구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및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식품소비행

물적 요인은 병원성 미생물, 기생충, 식중독 세균과 같은 유해생물이 인체 내에 들어와 급성 부작

태의 구체적인 파악, 식품산업 발전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

용을 가져오는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화학적 요인은 복어 독, 조개 독, 버섯

요한 통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식품소비행태조사는 조사 대상 가구로

독, 곰팡이 독 등의 자연 독성분과 잔류농약, 식품내 중금속, 환경오염 물질, 식품첨가물 등의 화

선정된 가구의 만 74세 미만 식품 주 구입자(주부) 및 만 13-74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학물질 등에 의해 발생하며, 인체 내에 들어오면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중독증을

28일부터 8월10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가구원(성인)을 대상

발생할 수 있다9).

으로 분석하였다. 가정에 방문하는 면접원은 면접원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2016년-2017

최근 학교별 자체조리방식으로 현재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참여 경험, 최근 6개월 이내 가구 방문 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 식품 소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정해권, 2019), 2015년부터 2019년 6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면접원, CAPI 활용경험이 있는 면접원, 최소경력 3년 이상의 여성 면접원

월까지 식중독 발생현황(Table 1)을 살펴보면, 학교 내 식중독 위험은 과거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

을 우선으로 최종 203명을 선발하여 최소 4시간 30분 이상 연습면접 실시 후 가구 방문에 투입하

어 학교급식 문제점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외적으로도 최근 일본산

였다. 연구의 대상자인 가구 구성원(성인)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온라인 조사 중 택일하여 조사

수입식품에서 검출된 방사능 문제10) 및 중국산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문제11) 등 수입식품의 안전에

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설문 및 웹설문URL을 전달한 뒤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2~3일 뒤 가구에 재방문하여 응답 내용을 확인하고 회수하거나 웹설문 진행현황 확인 페이지를

계속적으로 급증하는 학교급식 및 이를 포괄한 식품 안정성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어떤 보
건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선행연구로 학교급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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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참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조사에 협조해 준 가구 구성원에게는 사례품 증정과 함
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19년 조사에 대한 관심과 협조요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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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소득수준을 분석하였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Gender

여부, 수입산 식품 종류별 식품 안전성 인식, 국내산 식품 종류별 식품 안전성 인식, 조리 및 식사
장소별 식품 안전성 인식, 식품 위해요인별 우려 정도, 식품 안전관리 주체별 중요도, 안전한 식품
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을 분석하였다. 식품안전성 문항은 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Age

수입산 식품 종류별 식품안전성 인식은 12항목 항목, 국내산 식품 종류별 식품안전성 인식은 7항
목으로 구성하였고, 측정척도 5점척도(1점 전혀 안전하지 않다~5점 매우 안전하다)로 측정하였다.
조리 및 식사 장소별 식품 안전도는 6항목, 식품 위해요인별 우려 정도는 12항목으로 5점척도(1점
매우 우려된다~5점 전혀우려되지 않는다)로 측정하였다. 식품 안전관리 주체별 중요도는 8항목으
로 5점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5점 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은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계방법
본 연구는 종이설문지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종이설문지로 회수된 응답 설문지는 마크로
밀엠브레인의 전산처리 및 입력시스템인 SSAM(Spss Syntax Auto maker)에 접속하여 응답하였으며, SSAM
을 통해 설문 응답의 이상치 또는 로직상의 에러를 확인하고 체크하여, DATA의 오입력을 최소화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자료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5.0 for Windows)

Male
Female
19-29
30-39
40-49
50-59
60-69
70-74
Over 75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350만원 미만
350~400만원 미만
400~450만원 미만
450~500만원 미만
500~550만원 미만
55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주부/미취업
Total

있는 경우

경우

n(%)
624(46.7)
713(53.3)
107(8.0)
137(10.2)
815(61.0)
245(18.3)
18(1.3)
15(1.1)
0(0.0)
67.5(5.0)
140(10.5)
159(11.9)
136(10.2)
172(12.9)
119(8.9)
102(7.6)
81(6.1)
52(3.9)
20(1.5)
19(1.4)
1,337
1,337

n(%)
2,347(44.8)
2,894(55.2)
741(14.1)
731(13.9)
655(12.5)
1,521(29.0)
1,210(23.1)
38(7.3)
1(0.0)
641(12.2)
535(10.2)
689(13.1)
819(15.6)
547(10.4)
222(4.3)
200(3.8)
153(2.9)
113(2.2)
38(0.7)
42(0.8)
751(14.3)
5,241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소득수준, 가정 내 학교 급식을 하는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 자녀 유무 여부는 교차분석을 통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유무에 따
른 인식의 차이분석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를 이용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뒤, Levene등분산 검정을 이용하여 집단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Korea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식품안전성 문제 인식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식품안전성 문제 인식에 대한 결과는 Table2에 제시하였다.

rural economic institute, 2018).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3.6점으로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없는 경우(3.5점)보다 높았
다(=0.000).
Table 3. Awareness of Food Safety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결과

Variable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의 경우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46.7%)의 비율이 더 높았고, 여성의 경우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없는 경

Awareness of
Food Safety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n(%)

n(%)

3.6±0.6

3.5±0.6

-value

0.000

우(55.2%)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대의 경우,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40-49세
(61.0%), 50-59세(29.0%), 30-39세(10.2%)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50-59세(29.0%), 60-69세(23.1%), 19-29세(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학교
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300~350만원 미만이 12.9%로 가장 많았고,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가 없는 경우는 200~250만원 미만이 15.6%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수입산 식품 안전 인식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수입산 식품 안전 인식 비교 결과는 Table3에 나타냈다. 곡
류, 채소류, 과일류,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 유럽산 돼지고기, 중국산 수산물, 유럽산 수산
물, 가공식품, 견과류는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0.05). 특히 견과류는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더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 5 -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없는

높게 나타났다. 브라질산 닭고기와 일본산 수산물, 중국산 수산물에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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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다.

높게 나타났으나, 직장이나 학교내 급식, HMR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0.05). 반면에, 가
정에서 조리한 음식의 경우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식품 안전 인식

Table 4. Awareness of Imported Food Safety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Variable

있는 경우

없는 경우

-value

Cereals
Vegetables
Fruits
USA Beef
Australian Beef
European Pork
Brazilian Chicken
Japenese Seafood
Chinese Seafood
European Seafood
Processed Food
Nuts

n(%)
3.42±0.92
3.40±1.01
3.44±0.95
2.82±1.00
3.11±0.89
2.65±1.01
2.47±1.02
2.05±0.97
2.14±0.95
2.62±1.02
2.90±0.91
3.31±0.88

n(%)
3.31±0.91
3.30±1.02
3.35±0.97
2.74±0.98
2.99±0.92
2.63±0.99
2.47±0.99
2.01±0.94
2.08±0.91
2.52±0.97
2.80±0.88
3.17±0.91

0.000
0.001
0.003
0.007
0.000
0.353
0.796
0.186
0.023
0.001
0.000
0.000

Table 6. Awareness of Cooking and Eating Place Food Safety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Variable
Work or School Meal
Restaurant Meal
Home cooked Meal
HMR
Street Food
Delivery or Take-out
Food

있는 경우

없는 경우

-value

n(%)
3.49±0.85
3.27±0.88
4.1698±0.85
3.08±0.84
2.57±0.90

n(%)
3.25±1.05
3.19±0.91
4.1740±0.82
3.01±0.92
2.54±0.93

0.000
0.003
0.867
0.016
0.211

2.93±0.84

2.88±0.87

0.061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식품 위해요인별 우려 정도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식품 위해요인별 우려 정도 결과는 Table6에 나타냈다. 이물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국내산 식품 안전 인식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국내산 식품 안전 인식 비교 결과는 Table4에 나타냈다. 전체
적으로 곡류, 과일,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견과류에서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국내산 식품 안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곡류(<0.05)를 제외하고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채소류의 경우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국내산 식품

Foods
Nuts

의 잔류농약, 축산 및 활어의 항생제, 자연독성, 식중독균, 가축질병, GMO 식품, 방사능, 식품용기
및 포장의 위해성, 알레르기 유발물질에서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

Table 7. Degree of concern on Food Hazard Factors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Table 5. Awareness of Domestic Food Safety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Cereals
Vegetables
Fruits
Meats
Seafoods
Processed

다 식품 위해요인별 우려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채소 및 과일

게 나타났으나 이중 GMO식품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0.05).

안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Variable

질, 식품첨가물,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등에서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n(%)
4.01±0.58
4.06±0.63
4.06±0.64
3.87±0.60
3.80±0.66

n(%)
3.98±0.52
4.07±0.64
4.04±0.62
3.85±0.61
3.78±0.63

0.036
0.685
0.257
0.373
0.277

3.53±0.69

3.53±0.69

0.727

4.00±0.66

3.98±0.65

0.312

-value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조리 및 식사장소별 식품 인식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조리 및 식사장소별 식품 인식 비교 결과는 Table5에 나타냈
다. 전체적으로 직장이나 학교내 급식, 음식점에서 먹는 음식, 간편식(HMR), 길거리 음식, 배달 또

Variable

있는 경우

없는 경우

-value

n(%)
2.39±1.00

n(%)
2.38±0.94

0.686

2.15±1.01

2.17±1.01

0.613

2.04±1.00

2.08±1.00

0.197

2.22±1.07
2.16±0.99

2.23±1.03
2.15±0.95

0.696
0.677

environmental

1.91±0.96

1.91±0.95

0.944

hormones
Food Poisoning Bacteria
Animal Disease
GMO Food
Radiation
Risk of Food Containers

2.05±1.02
2.03±1.02
2.05±1.08
1.87±1.04
2.13±0.99

2.05±0.96
2.06±0.97
2.12±1.05
1.91±0.99
2.18±0.94

0.886
0.433
0.028
0.166
0.099

Foreign Substance
Pesticide residues of
Vegetables and Fruits
Antibiotics in meat &
Fish
Natural Toxicity
Food Additives
Food Heavy metals,

는 테이크아웃 음식에서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식품 안전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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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and Packaging
Allergens

2.23±0.99

2.25±0.95

0.425

본 연구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식품안전성 문제 인식, 수입산 식품 안전 인식, 국내산 식품 안전 인식, 조리 및 식
사장소별 식품 인식, 식품 위해요인별 우려정도, 식품 안전관리 주체별 중요도,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을 조사하였다.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주체별 중요도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식품 안전관리 주체별 중요도 비교 결과는 Table7에 나타냈
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유통 및 판매업체, 소비자 자신, 학교, 소비자 단체, 언론에서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중앙정부, 생산
자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0.01). 특히 정부는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없

식품안전성 문제 인식에서는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3.6점, 자녀가 없는 경우는 3.5점
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형태가 식품취급이나 안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8)와 일부 일치한다. 수입산 식품 안전 인식은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과일, 곡류, 견과류
에 대한 식품 안전 인식이 높았다. 한국은 세계4위 곡물 수입국으로, 지난 2013-2015년 기준, 사료용

는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0.01).

을 포함한 한국 곡물 공급률은 24%으로 매우 낮다. 같은 기간 전세계 평균 곡물 자급률은 102.5%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12). 이와 같은 상황
Table 8. Importance of Subjects in Food Safety Management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에서 국민들의 식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기준 및 관리체계의 개선

Variable

있는 경우

없는 경우

-valu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roducer
Distributors & Sellers
Consumer
School
Consumer organization
Press

n(%)
4.22±0.72
4.17±0.73
4.25±0.72
4.11±0.71
4.06±0.69
4.06±0.72
4.05±0.66
4.06±0.67

n(%)
4.14±0.69
4.16±0.72
4.19±0.71
4.10±0.71
4.05±0.69
4.04±0.72
4.03±0.67
4.02±0.66

0.001
0.682
0.006
0.770
0.596
0.380
0.347
0.122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 수입 식품의 경우 방사능의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 식품이 한 해 100t
넘게 수입되고 있지만, 원산지에 국가명인 ‘일본’외에 다른 정보는 전혀 없고, 수입 가공식품의 원료
의 원산지 표기또한 의무가 아니며,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는 소량의 방사성물질은 걸러내지 못하는
구조로 우려를 사고 있다13).
국내산 식품 안전 인식은 채소류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야채류와 과일류가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구입식품 유형별로 채소류, 과실류 구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적용하여 볼 때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소비자들이 구입빈도가 높
은 식재료의 식품안전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나 좀더 연구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4).
이 밖에 대도시 주부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우려도에 관한 연구14)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

식에서 국내산 식품이 수입산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3.92점)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 유무에 따른 안전한 식품을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에 대한 비

도 국내산 식품의 식품 안전 인식이 수입산 식품 안전 인식보다 더 높아 선행연구16)와 유사한 결과

교 결과는 Table8에 제시하였다.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3.67점으로 학교급식을 먹는

를 나타내었다. 국내산 식재료 내에서도 Lee5)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농산물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

자녀가 없는 경우(3.55점)보다 높았다(=0.000).

견이 있었는데, 영양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의 이용에 대한 인식결과에서 영
양사 85%, 학부모 90%이 지역농산물의 소비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농산물

Table 9. Willingness to Pay Higher Price for Safe Food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Variable

있는 경우

없는 경우

n(%)

n(%)

의 소비확대가 필요하며, 소비자 식품 안전 인식을 반영하여 야채류와 과일류를 포함한 식재료에 대
-value

Pay Higher

본 연구에서 조리 및 식사장소별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직장내에서 학교내 급식, 음
식점에서 먹는 음식, 간편식(HMR), 길거리 음식, 배달 또는 테이크아웃 음식에서 학교급식을 먹는 자

Willingness to
Price for Safe

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3.67±0.59

3.55±0.62

Food

0.000

녀가 있는 경우가 식품안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생활형태가 식품취급이나 안정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8)와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품 위해요인별 우려
정도의 경우, 이물질, 식품첨가물,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등에서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가 없는 경우보다 우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
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급식 내 벌레·이물질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민원횟수가 113
건으로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5). 식품위해요소별 우려도를 조사한 연구14)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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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부들 대상으로 각 식품위해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광우병(4.43), 중금속(4.05), 환경호르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식품안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식품 위해요인별 우려 정도의 경우,

몬(4.02), 식중독미생물(3.96), 조류독감(3.87), 잔류농약(3.86), 식품첨가물(3.84), 항생물질(3.82)순으로

이물질, 식품첨가물,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등에서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

크게 우려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학교 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물질’(2.39), ‘알레르기

우보다 우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관리 주체별 중요도에서는 학교급식을 먹는

물질’(2.23), ‘자연독소’(2.22)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관심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중요도는 학교급식을

식품위해요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식품 위해요인별 우려정도를 고려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더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식품을 위해

하여 대상에 맞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은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식품 안전관리 주체별 중요도에서는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모든 항목에서 더 높은

러한 결과는 식품 안전 관련 연구와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중요도는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더 차이
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학교급식을 먹는 자녀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체감하
고 있는 정부정책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여기며, 소비자들은 식품구입시 식품안전에 대해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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