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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교급식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학교급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계획할 수 있

도록 하는 도구 중 하나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다.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은 대상자의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대상자의 실제 영양 섭취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을 적용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

었다. 첫 번째 연구에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기초자료로서 일상적

인 섭취와 부족 및 과잉 섭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영

양조사 제 5기(2010-2012) 식품섭취조사 중 1일의 24시간 회상법 원시자

료에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02년 계절별 영양조사에 의해 산출한 

개인 내 변이를 외부입력 방식으로 적용하여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였고,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섭취 상태를 초등학교 1~3학년(6~8세), 초

등학교 4~6학년(9~11세), 중학교(12~14세), 고등학교(15~17세) 각각의 남녀 

총 8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집단별로 상이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은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인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으며, 탄수화물, 나트륨을 과다하

게 섭취하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첫 번째 연구에서 추정한 일상 섭취량 자

료 이용하여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을 적용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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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였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는 본 연구에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섭취 상태가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된 영양

소를 포함하였고, 식사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에너지와 다량영

양소 에너지비율을 추가하였다. 단, 나트륨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 각 음식별로 조리 시 첨가되는 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

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기준(안)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준(안)에서 제외하였다. 인의 경우, 정상인들이 결핍 증세를 보이는 사

례가 상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기준(안)에서 제외하였다.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안)은 선정한 영양소 각각의 집단별 목표중앙섭취량을 적용

하여 개발되었다. 목표중앙섭취량을 계산하기 위해 일상 섭취량 분포를 

평균필요량 미만 대상자가 5%가 되도록 이동한 후, 이동 후 분포의 중앙

값을 구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은 초등학교 1~3학년

(6~8세), 초등학교 4~6학년(9~11세), 중학교(12~14세), 고등학교(15~17세) 

각각 남녀 총 8개 집단별로 에너지,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단백질 에너

지비율, 지방 에너지비율에 대한 기준범위와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

민 C, 칼슘, 철에 대한 기준량을 제시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안)에 제시한 초등학교 1~3학년 남자, 여자, 초등학교 4~6학년 남자, 

여자, 중학교 남자, 여자, 고등학교 남자, 여자의 각 영양소에 대한 기준

량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의 기준범위는 집단별로 각각 500~600, 

400~500, 600~700, 500~600, 800~900, 650~750, 900~1,000, 650~750 kcal로 

설정하였고, 비타민 A의 기준량은 각각 191, 161, 223, 193, 291, 254, 

354, 265 ㎍ RE로 설정하였으며, 리보플라빈의 기준량은 각각 0.37, 0.32, 

0.48, 0.38, 0.61, 0.50, 0.73, 0.55 mg으로 설정하였다. 비타민 C의 기준량

은 각각 25.4, 26.1, 29.3, 31.8, 40.0, 40.7, 46.7, 41.9 mg으로, 칼슘의 기

준량은 각각 244, 235, 260, 250, 350, 319, 344, 306 mg으로, 철의 기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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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3.4, 2.9, 4.0, 3.4, 5.7, 6.7, 6.3, 7.1 mg으로 설정하였다. 탄수화

물 에너지비율, 단백질 에너지비율, 지방 에너지비율의 기준범위는 모든 

집단에서 각각 55~65%, 10~20%, 15~30%로 동일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은 초등학교 1~3학년 여자 집단의 철, 초등학

교 4~6학년 남자 집단의 칼슘, 초등학교 4~6학년 여자 집단의 칼슘, 철

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영양소에서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

보다 높았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

고,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학교급식 식단의 사례에 적용하

였다. 초·중·고등학교 각 2명씩 총 6명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영양교

사 집단 면담 조사를 수행한 결과, 영양교사들은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안)에서 칼슘을 제외한 각 영양소 기준량이 학교 식단에 적용

하기에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급식 식단의 사례에 개

발한 기준(안)을 적용하기 위해 부천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각 1

개교로부터 계절별 1주일씩 총 12주 분량의 식단, 식재료, 1인 분량을 

수집하였다. 사례 학교별로 수집한 식단을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충족하는 학교급식 식단 예시를 작성하였

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식단을 비교한 결

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식단에서 적용 전 식단에 

비해 우유류, 곡류, 과일류, 채소류의 식재료 양은 증가되었고, 고기·생

선·계란·콩류의 식재료 양은 감소되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개발

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을 충족시키기 가장 어려운 영양

소는 철이었다. 본 연구는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

중앙섭취량 방법으로 설정한 영양소 목표량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에 적용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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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관리기준(안)은 학교급식을 통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

상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영양소 목표량, 목표중앙섭취량, 일상 

섭취량

학번: 2012-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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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아동 및 청소년기는 균형 있는 영양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 식습관

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적절한 영양 섭취

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이연숙, 임현숙, 안

홍석, 장남수, 2005).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

을 공급하고 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학교급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학교급식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부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으며(Clark & Fox, 2009), 학

교급식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고열량 식품을 덜 섭취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Briefel, Wilson, & Gleason, 2009). 또한, 프랑스에서의 연구에

서 학교급식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ubisson 등, 2012), 핀란드의 연구에서 균형 있는 학교급식

의 섭취가 규칙적인 식사 및 건강한 식품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Tilles-Tirkkonen 등, 2011).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학교급

식교 학생의 경우 비급식교 학생에 비해 섭취한 음식의 가짓수와 균형도

가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오유미, 김미현, 승정자, 2005).

대부분의 한국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일생 중 초·중·고등학교 

과정 12년 동안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초·중·고·특수학

교 학생 중 99.6%가 점심으로 학교급식을 섭취하고 있다(교육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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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1,575개의 학교에서 6,491,000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

으므로 학교급식에 노출되는 물리적 양과 시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을 적절하게 계획해야 하며, 이러한 역

할을 하는 도구 중 하나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다. 다시 말해,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학교급식이 적절하게 계획될 

수 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 학교급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는 주로 영국에서 수행되었으며,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도입한 후 학

교급식의 영양적 구성과 질적 가치가 향상되었다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Adamson 등, 2013; Haroun, Harper, Wood, & Nelson, 2011; Spence 등, 

201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영양소 기준과 식품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

다. 학교급식에 제공되어야 할 영양소의 기준량을 제시한 영양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과일 및 채소의 섭취와 다

른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섭취를 증진시키기 어렵다는 약

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학교급식에서 제공되어야 할 식품군의 양과 제

공횟수를 제시한 식품 기준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권장되는 영양량을 평균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약점

을 가지고 있다(School Food Trust, 2008; Haroun 등, 2011). 

한국의 학교급식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영양소 

기준으로만 구성되어있다. 이 영양관리기준은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계속적으로 개정되어왔다. 영양관리기준 설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

는 것이 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DRIs)이며, 현재 사용

하고 있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2005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근거

로 2007년에 개정된 기준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한국인 영양섭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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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2005년 이후 5년마다 새롭게 개정되고 있지만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국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

시한 1일 섭취 권장량에 대한 비율을 근거로 설정하고 있으며, 1일 섭취 

권장량에 대한 비율은 세 끼니 중 한 끼니의 개념으로 1/3을 영양소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의 기준량은 영양소 필요량을 기초로 

설정되어 있어 대상 학생의 영양 섭취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Kim 

등, 2015).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 평균필요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AR)에 대한 비율로 산출한 영양소의 양을 필수적으로 충

족해야 하는 기준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권장섭취량

(Recommended Nutrient Intake, RNI)에 대한 비율로 산출한 영양소의 기

준량은 권고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EAR을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대상 학생의 50%가 필요량을 만족하지 못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학

교급식 식단의 영양공급량 평균을 충족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한 대상자를 간과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 2008)에서는 학교급

식 영양관리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영양 기준(nutritional 

standards)을 대체하는 영양소 목표량(nutrient targets)을 사용하였다. 영

양소 목표량은 대상자의 영양 섭취량을 고려한 목표중앙섭취량(Target 

Median Intake, TMI) 방법을 사용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

자 수를 최소화하도록 설정된다. 따라서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으로 설정

한 영양소 목표량을 적용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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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

기 위해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을 적용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

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적

인 섭취 현황과 부족 및 과잉 섭취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으로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개발한다.

  셋째,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를 통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을 검토하고, 사례 학교의 학교급식 식단에 개

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구성 및 체계는 그림 1-1과 같으며, 연구 방법 및 절차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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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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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자료 분석

일상 

섭취량 

추정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국
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식품섭
취조사 자료 

일상 섭취량 분석

영양 섭취 

상태 평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식
품섭취조사 자료로부터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

 부족 및 과잉 섭취 

영양소 분석

▼

연구2 자료 분석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안)

개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식
품섭취조사 자료로부터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

목표중앙섭취량 분석

▪학교에서 점심으로 학교급식을 섭취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국민
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식품섭취
조사 자료 

끼니별 에너지 섭취 

비율 분석

▼

연구3 자료 분석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

▪부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각 2명씩 총 6명의 집단 면담 조사 자료

질적자료 분석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안) 

적용 

사례 연구

▪부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
로부터 수집한 봄, 여름, 가을, 겨울 1주일
씩 총 12주 식단(식단명, 식재료, 1인분량)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충족하도록 
작성한 봄, 여름, 가을, 겨울 1주일씩 총 12
주 식단 (식단명, 식재료, 1인분량)

수집한 식단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기준량 충족 변화 분석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식단의 

영양공급량 분석

▼▼▼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개발

표 1-1. 연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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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1)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의 개념

  대부분 한국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일생 중 초·중·고등학교 

과정 12년 동안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초·중·고·특수학

교 학생 중 99.6%가 점심으로 학교급식을 섭취하고 있다(교육부, 2013). 

그러므로 학교급식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과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급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중 하나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

식의 식단을 작성할 때 영양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기준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맞추어 제공해야 한다. 학교급

식법 제11조에 의하면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

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제시되어 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은 한국과 같이 일본, 대만, 미국, 잉글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학교

급식 관련법에 제시되어 있다(학교급식법 시행규칙, 2007; 학교급식법, 

2013a; 학교급식법, 2013b; Education Regulations, 2014; USDA, 2012a).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식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각 영양소의 

기준량을 제시한 영양소 기준과 학교급식에서 제공되어야 할 각 식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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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횟수나 양을 제시한 식품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영양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과일 및 채소의 섭취와 다

른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섭취를 증진시키기 어렵다는 약

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식품 기준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권장되는 영양량을 평균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School Food Trust, 2008; Haroun 등, 2011). 각 

나라마다 영양소기준만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기준만을 사용하는 경우, 

영양소기준과 식품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영양소기준과 식품기

준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한국, 일본의 경우 영양소 

기준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의 경우 식품 기준만을 사용하고 있

다. 또한, 대만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영양소 기준과 식품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양관리기준은 영양소 

기준과 식품 기준을 통합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는 영양섭취기준을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초로 설정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한국의 학

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별표3에 설정되어 있는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의 내용은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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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 년 에너지

(㎉)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₁)

(㎎)

리보플라빈
(비타민B₂)

(㎎)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남
자

초등 
1～3학년 534 8.4 97 134 0.20 0.24 0.24 0.30 13.4 20.0 184 234 2.4 3.0

초등 
4～6학년 634 11.7 127 184 0.27 0.30 0.30 0.37 18.4 23.4 184 267 3.0 4.0
중학생 800 16.7 167 234 0.34 0.40 0.44 0.50 25.0 33.4 267 334 3.0 4.0

고등학생 900 20.0 200 284 0.37 0.47 0.50 0.60 28.4 36.7 267 334 4.0 5.4

여
자

초등 
1～3학년 500 8.4 90 134 0.17 0.20 0.20 0.24 13.4 20.0 184 234 2.4 3.0

초등 
4～6학년 567 11.7 117 167 0.24 0.27 0.27 0.30 18.4 23.4 184 267 3.0 4.0
중학생 667 15.0 154 217 0.27 0.34 0.34 0.40 23.4 30.0 250 300 3.0 4.0

고등학생 667 15.0 167 234 0.27 0.34 0.34 0.40 25.0 33.4 250 300 4.0 5.4
비고 :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는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

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

야 한다.

표 2-1. 한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출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200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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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발의 필요성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에서 매일 섭취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균형 

있는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급식과 영양섭취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에 의하면,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식이가 영양적으로 적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고(Clark & 

Fox, 2009),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고열량 식품을 덜 섭취한다고 하였으며(Briefel 등, 2009), 

학교급식교 학생이 비급식교 학생에 비해 섭취음식의 가짓수와 섭취음식

의 균형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오유미 등, 2005).

  또한 학교급식과 식습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은 규칙적인 식사, 집에서의 건전한 식품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Tilles-Tirkkonen 등, 2011),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전반적으로 건전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Dubuisson 등, 2012), 학교급식이 식사의 규칙성 형성, 아침결식율 감소, 

편식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박경복, 김정숙, 한재숙, 허성미, 

서봉순, 1996; 정효숙, 최애경, 2011). 그 외에도 편식교정, 올바른 간식 

섭취, 식사의 바른 이해, 바람직한 식생활 태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김무환, 이경애, 2003).

  이와 같이 학교급식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학교급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급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계

획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올바른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국에서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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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도입한 후 학교급식의 영양적 구성과 

질적 가치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Adamson 등, 2013; 

Haroun 등, 2011; Spence 등, 201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그러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

준량이 적절하지 못하게 설정되었을 경우 그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학교

급식 대상자들이 적절하지 못한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며, 

영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영양

적으로 균형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적절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한국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초가 되는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은 질

병이 없는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영양소 섭취 수준을 제시한 기준이

다. 2005년에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이 EAR, RNI,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 AI), 상한섭취량(Tolerable Upper Intake Level, UL), 에너지적정비

율(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 AMDR)의 여러 수준으

로 새롭게 설정되었고, 그 이후 5년마다 개정되었다(한국영양학회, 2015). 

2015년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소아·청소년의 체위기준이 상

향되어 그에 따라 영양소 섭취기준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2005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근거로 2007년에 설정된 기준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개정에 맞추어 반영되지 않고 있

다. 

한국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권장량에서 

제시한 1일 섭취 권장량에 대한 비율을 근거로 설정하고 있으며, 3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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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끼니를 학교급식으로 섭취한다는 개념인 1/3의 비율을 영양소 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 기준은 영양소 필

요량을 기초로 설정되어 대상자의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 EAR에 대한 비율로 산출한 영양소의 양을 필

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RNI에 대

한 비율로 산출한 영양소의 기준량은 권고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EAR을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대상 학생의 

50%가 필요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영양공급량의 평균을 충족하도록 설정

되어 있어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한 대상자를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대

상자의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여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한 대상자 수를 최

소화하는 새로운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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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비교

  한국과 일본은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영양소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 잉글랜드는 식품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2007; 학교급식법, 2013a; 학교급식법, 2013b; Education 

Regulations, 2014). 대만은 영양소 기준과 식품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하

도록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영양소 기준과 식품 기준을 통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학교위생법, 2013; USDA, 2012a). 

  한국, 일본, 잉글랜드, 대만, 미국의 학교급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서 대상 학생 구분 방법을 비교한 자료는 표 

2-2와 같다. 

  한국, 일본, 잉글랜드, 대만, 미국 다섯 국가는 영양관리기준의 대상 

학생을 각각 8, 5, 1, 5,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가장 세분화된 8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잉글랜드는 육가공품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초·중·고등학교 연령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구분하

지 않고 있다. 잉글랜드는 초등학교 해당 연령의 기준에서 주 1회, 중·

고등학교 해당 연령의 기준에서 주 2회 이상의 육가공품을 제공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잉글랜드, 미국에서는 영양관리기준의 대상 

학생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모든 연령에서 남녀로 구

분하고 있으며, 대만은 고등학생 연령만 남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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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1) 일본2) 잉글랜드3) 대만4) 미국5)

대상 학생의 

집단 구분 기준

연령/학년등급 ○ ○ × ○ ○

성별 ○ × × △

(고등학생만 구분함)

×

대상 학생의 

구분 집단 수

초등학생 4 (연령/학년등급 2 

& 성별 2)

3 (연령/학년등급 3)
1 (연령/학년등급 1)

(육가공품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구분함)

2 (연령/학년등급 2) 1 (연령/학년등급 1)

중학생 2 (연령/학년등급 1 

& 성별 2)

1 (연령/학년등급 1) 1 (연령/학년등급 1) 1 (연령/학년등급 1)

고등학생 2 (연령/학년등급 1 

& 성별 2)

1 (연령/학년등급 

1)6)
2 (연령/학년등급 1 

& 성별 2)

1 (연령/학년등급 1)

합 계 8 5 1 5 3

표 2-2. 한국, 일본, 잉글랜드, 대만, 미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서 대상 학생 구분방법 비교  

〔출처〕1)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200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2) 학교급식법 (2013a). 학교급식실시기준.
        3) Education Regulations (2014). The requirements for School Food Regulations.
        4) 학교위생법 (2013). 학교점심식품내용 및 영양기준.
        5) USDA (2012a). Nutrition Standards in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School Breakfast Programs. 
        6) 학교급식법 (2013b). 야간학교 급식실시기준. 일본은 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야간 고등학교의 영양관리기준 
          만을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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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의 학교급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급식 

영양소 기준을 비교한 자료는 표 2-3과 같다.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은 

영양소 기준에 각각 10개, 13개, 5개, 5개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영

양소 기준과 식품 기준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영양소 기준에 포

함된 영양소 종류 수가 영양소 기준만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영양소 

종류 수에 비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국가는 모두 공통적으로 

에너지와 지방을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비

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를 기준에 포함하고 있으나, 대만

과 미국은 어떤 비타민도 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무기질의 경우, 

한국, 일본, 대만의 기준에는 칼슘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의 기준에는 칼슘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다른 세 국가와 달리 한

국의 기준에는 나트륨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의 영양소 기준량 설정 방법과 미국의 영양소 기준량 

설정 방법은 다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문부과학성, 2013; 학교위생

법, 2013; USDA, 2012a). 한국, 일본, 대만의 경우, 영양소별 1일 섭취 권

장량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기준량을 계산하고 있다. 한국은 영양소마

다 일률적으로 1/3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은 실제 영양섭

취 상태에 따라 다양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33%, 40%, 또는 

50%의 비율로 기준량을 설정하고 있고, 대만은 2/5 또는 1/3의 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기존의 영양 기준을 영양소 목표량으

로 대체하여 개발한 영양소 기준량을 사용하고 있다(IOM, 2008). 미국에

서 영양소 목표량은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을 사용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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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한국1) 일본2) 대만3) 미국4)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에너지
EER의 1/3

(EAR의 1/3±10%)
EER의 33% 저활동적 단계와 활동적 단계의 

EER 평균의 2/5 
EER의 30~34% 

탄수화물 총 에너지의 55~70% - - -

단백질
≧1/3 RNI

(총 에너지의 7~20%)
총 에너지의 15%

(총 에너지의 12~20%)
총 에너지의 16% -

지방 총 에너지의 15~30% 총 에너지의 25~30% ≦총 에너지의 30% ≦총 에너지의 30%

포화지방 - - - ＜총 에너지의 10%

트랜스 지방 - - - 0 g

식이섬유 - 8 g / 1,000 kcal - -

비타민
비타민 A ≧EAR의 1/3, ≧RNI의 1/3 RDA의 40% - -

티아민 ≧EAR의 1/3, ≧RNI의 1/3 RDA의 40% - -

리보플라빈 ≧EAR의 1/3, ≧RNI의 1/3 RDA의 40% - -

비타민 C ≧EAR의 1/3, ≧RNI의 1/3 RDA의 33% - -

무기질
칼슘 ≧EAR의 1/3, ≧RNI의 1/3 RDA의 50% AI의 1/3 -

철 ≧EAR의 1/3, ≧RNI의 1/3 RDA의 33% - -

나트륨 - ＜1일 권장목표량의 33% 1일 권장목표량의 2/5 설정 목표량 이내

마그네슘 - RDA의 50% - -

아연 - RDA의 33% - -

표 2-3.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의 학교급식 영양소 기준에서 제시한 영양소 종류 및 영양소의 1일 섭취 

권장량에 대한 비율 

· EER-에너지필요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AR-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RNI-권장섭취량(Recommended Nutrient 
   Intake), RDA-권장섭취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AI-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            
· 한국에서 RNI는 일본에서 RDA와 동일한 개념임.
· 한국에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 EAR을 이용한 기준은 필수 기준이며, RNI를 이용한 기준은 권고 기준임.

〔출처〕1) 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급식법령해설서.             
        2) 문부과학성 (2013). 학교급식 실시기준 일부 개정에 대하여.      
        3) 학교위생법 (2013). 학교점심식품내용 및 영양기준.       
        4) USDA (2012a). Nutrition Standards in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School Breakfas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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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 대만, 미국과 달리 한국은 비타민 및 무기질의 기준량을 2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EAR에 대한 비율로 산출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기준량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

로 RNI에 대한 비율로 산출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기준량은 권고 수준

으로 제시하고 있다. 

  잉글랜드, 대만, 미국의 학교급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급식 

식품 기준을 비교한 자료는 표 2-4와 같다. 대만은 학교급식 식품 기준

에 제공되어야 할 식품군의 양과 횟수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잉글랜

드는 제공되어야 할 식품군의 횟수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식품군

의 양만을 제시하고 있다(학교위생법, 2013; USDA, 2012a; Education 

Regulations, 2014). 

  잉글랜드, 대만, 미국의 학교급식 식품 기준에서 식품 기준 설정 근거

는 각 나라별 국가 차원의 식사지침과 영양섭취기준, 영양소 목표량 같

은 대상자의 영양소 기준량이다. 세 나라 모두 국가 식사지침의 식품군 

분류를 반영하여 학교급식 식품 기준의 식품군 분류로 활용하고 있다(학

교위생법, 2013; USDA, 2012a; British Nutrition Foundation, 2014). 영양소 

기준량은 잉글랜드와 대만의 경우 각 나라의 영양섭취기준을 기초 자료

로 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미국인 영양섭취기준과 실제 섭

취량을 통해 설정한 영양소 목표량을 기초 자료로 하여 설정하고 있다

(학교위생법, 2013; IOM, 2008; School Food Trus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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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
1)

대만
2)

미국
3)

식품 기준 

설정 근거

- 식사지침(Eatwell Plate)
- 영양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 Values)

- 매일식사지침(Daily Food Guide)
- 영양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s Intakes)

- 식사지침(Dietary Guidelines)

- 영양소 목표량(Nutrient Targets)

식품군 수 6 6 6

식품군 종류

과일 및 채소류

과일류 과일류

채소류

채소류

-녹색
-적황색

-콩 및 완두콩
-전분
-기타

전분류 곡류 곡류

육류, 생선, 비유제품 단백질류 콩, 생선, 육류, 난류 육류 및 대체품류

우유 및 유제품류 저지방 유제품류 우유류

　 유지·견과류 　

　 추가적 채소류

건강 음료류 　

　 고지방, 고당, 고나트륨 식품류 　 　

표 2-4. 잉글랜드, 대만, 미국의 학교급식 식품 기준에서 식품 기준 설정 근거, 식품군의 수 및 종류 

〔출처〕1) Education Regulations (2014). The requirements for School Food Regulations.
        2) 학교위생법 (2013). 학교점심식품내용 및 영양기준.
        3) USDA (2012a). Nutrition Standards in the National School Lunch and School Breakfas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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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드, 대만, 미국의 학교급식 식품 기준에서 제시한 식품군 수는 

모두 6개이지만, 식품군 종류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세 나라의 식품 기

준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식품군 종류는 곡류 및 전분류, 육류 및 대체품

류, 우유 및 유제품류이며, 추가적으로 잉글랜드는 과일 및 채소류, 건강 

음료류, 고지방·고당·고나트륨 식품류, 대만은 과일류, 채소류, 유지·

견과류, 미국은 과일류, 채소류, 추가 채소류를 제시하고 있다. 대만이나 

미국과는 달리 잉글랜드의 경우, 과일과 채소를 통합하여 과일 및 채소

류를 1개의 식품군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미국은 채소류를 녹색, 

적황색, 콩 및 완두콩, 전분, 기타의 5개 세부 분류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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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상 섭취량 추정을 통한 영양섭취 상태 평가

1) 일상 섭취량 추정

집단의 영양섭취 상태를 평가하거나 집단의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하기 

위해 식이 섭취 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먼저 식이 섭취 조사 자료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IOM, 2000, 2008).

개인의 식이 섭취량은 일간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1일의 식이 섭

취 조사 자료는 일상적인 섭취량과 차이가 크다(Leonard, 2009). 따라서 

일상 섭취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여러 날을 반복하여 측정하거

나 개인 내 변이를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해야 한다

(Moshfefg, Goldman, & Linda, 2005). 장기간 여러 날의 식이 섭취 조사

는 실제로 많은 대상자들에게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Palaniappan, Cue, 

Payette, & Gray-Donald, 2003), 일상 섭취량에 가깝게 통계적으로 추정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Dodd, Guenther, Freedman, Subar, 

Kipnis, & Midthune, 2006). 2회 이상 반복 조사된 자료로부터 개인 내 

변이를 고려하여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방법과 Iowa State University (ISU)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NRC 방법은 40~50명의 적은 샘플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며, ISU 

방법은 다수의 샘플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IOM, 2000; Iowa State 

University [ISU], 1996;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86).

식사섭취의 측정오차(총변이)는 개인 내 변이와 개인 간 변이의 합이

다. 개인의 일상 섭취량은 장기간 여러 날 섭취량의 평균이므로 조사일

수가 증가할수록 개인 내 변이가 감소하여 일상적인 섭취량에 근접하게 

된다. NRC 방법과 ISU 방법은 개인 간 변이와 총 변이 비율만큼 관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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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료를 집단의 평균에 근접시키는 원리이다. 개인 내 변이를 포

함하고 있는 관찰된 분포는 일상 섭취분포에 비해 낮고 넓은 형태를 나

타내기 때문에(Carriquiry, 2003; Dodd 등, 2006; Guenther, Dodd, Reedy, 

& Krebs-Smith, 2006; Guenther, Kott, & Carriquiry, 1997), 개인 내 변이

를 제거하여 개인 간 변이만을 나타내는 일상 섭취분포를 구하게 된다

(IOM, 2003). 예로, 인의 1일 섭취 분포와 일상 섭취분포를 그림 2-1에 

제시하였다(IOM, 2000). 일상 섭취분포는 1일 섭취 분포와 동일한 평균값

을 갖지만, 평균값을 중심으로 더 높고 좁은 형태로 나타난다. 보정된 

섭취량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보정된 섭취량 = [(개인의 평균-집단의 평균)×(SDbetween/SDobserved)]+집단

의 평균]

일상 섭취량 추정을 위한 개인 내 변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의 식이 섭취 조사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1회의 식이 섭취 조사 

자료만 있을 경우 PC-SIDE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산출된 개

인 내 변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다

(Moshfegh & Goldman, 2005). 샘플 수가 큰 집단에서는 1일 식이 섭취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유도된 개인 내 

변이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여준다(Jahns, Arab, 

Carriquiry, & Popkin, 2005). 관련 연구에서, 1996년 미국 아동들에게서 

산출한 개인 내 변이를 2000년 러시아 아동들의 1회 식이 섭취 조사 자

료에 적용하여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였으며(Jahns 등, 2005), 대만에서는 

외부 자료의 18~28세 69명에게서 산출한 개인 내 변이를 1993-1996년 

대만 영양건강상황 변천조사(Nutrition and Health Survey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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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SIT)에서 수집된 12~18세 852명의 1일 24시간 회상자료에 적용하여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였다(Chang, Suchindran, & Pan, 2001). 

〔출처〕IOM (2000). Dietary Reference Intakes: Application in Dietary 

Assess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그림 2-1. 인의 1일 섭취 분포와 일상 섭취분포

(ISU 방법을 사용하여 일상 섭취분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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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 평가

  영양섭취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양섭취기준의 기준량을 사용한

다. 이 기준량은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식사 평가 및 식사 계획에 사용

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EAR, AI, 권장섭취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 UL, AMDR의 5가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EAR은 대

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50%가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으로써 대상 집단의 필요량 분포치 중앙값(median)을 계산한 수치이

며, RNI는 97~98%의 거의 모든 건강한 인구집단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

족시키는 섭취량 추정치로 평균필요량에 표준편차 2배를 더한 값이다. 

또한, AI는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자료가 없을 때 관찰된 건강한 사람들

의 영양소 섭취량 중앙값을 기준으로 정한 값이며, UL은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의 영양소 섭취수준이다. AMDR은 만

성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바람직한 에너지

섭취비율 범위이다(IOM, 2006).

  적절한 에너지 필요량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양이다. 에너지 필요

량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경우, 비만 및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집단에 

대한 에너지 평가의 경우, 대상 집단의 평균 섭취량을 대상 집단의 EAR

에 해당하는 에너지필요추정량(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과 

비교하여 차이를 평가한다(IOM, 2008). 

  다량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다량영양소 AMDR을 사용하여 AMDR의 미만 및 초과 대상자 분율

을 분석한다. 한국의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탄수화물, 단백

질, 지방의 AMDR이 각각 55~65%, 7~20%, 15~30%로 설정되어 있다(한국

영양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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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소 섭취량 평가

  ① 영양소 섭취량 부족 평가

  EAR이 있는 영양소의 부족 섭취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균필요

량 cut-point 방법(EAR cut-point method) 또는 확률적 접근법(probability 

approach)이 사용된다.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의 경우, 영양소 섭취량과 영양소 필요량이 

서로 독립적이고, 영양소 섭취량 변이가 필요량 변이보다 크다는 가정 

하에 사용되며, 영양소 필요량 분포가 평균필요량을 중심으로 대칭일 경

우 사용될 수 있다.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은 일상 섭취량이 EAR보

다 적은 대상자의 분율로 집단 내 섭취 부족 발생률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IOM, 2000). 그림 2-2에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이용하여 영양섭

취 부족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평균필요량 100 미만의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족 위험 발생률이다.

  확률적 접근법은 월경이 있는 연령에 해당되는 여자 집단의 철 필요량 

분포와 같이 EAR을 중심으로 비대칭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영양소 섭

취량과 영양소 필요량이 서로 독립적이고, 영양소 필요량 분포가 알려져 

있다는 2가지 가정 하에 사용되며, 영양소 섭취량 분포와 필요량 분포를 

결합하여 집단 내에 영양소 섭취량이 부족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분율

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집단의 영양소 필요량 분포를 이용하여 위험곡선

을 만들고, 집단의 일상 섭취분포와 위험곡선을 비교하여 영양소 부족 

섭취 분율을 결정한다(IOM, 2000). 그림 2-3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위험곡

선과 실선으로 표시된 일상 섭취분포가 겹치는 음영 부분이 영양소 부족 

섭취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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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OM (2000). Dietary Reference Intakes: Application in Dietary 

Assess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그림 2-2.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이용한 영양소 섭취 부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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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IOM (2000). Dietary Reference Intakes: Application in Dietary 

Assess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그림 2-3. 확률적 접근법을 이용한 영양소 섭취 부족 평가

(위험곡선과 일상 섭취분포 결합)

  ② 영양소 섭취량 과잉 평가

  UL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의 과잉 섭취 평가를 위해서는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과 유사한 UL 초과 섭취 대상자 비율을 계산하는 상한섭

취량 cut-point 방법(UL cut-point method)을 사용한다. UL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의 실제 위험곡선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일상 섭취량이 잠

재적인 부작용 위험에 있을 수 있는 대상자 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IOM, 2000). 나트륨의 경우는 UL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목표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으므로(한국영양학회, 2015), 목표섭취량을 초과하는 대상자 

비율을 계산하여 과잉 섭취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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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을 적용한 영양소 목표량 설정

  한국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정규분포를 이루는 영양소 필요량 분포

의 97~98%(최소 50%)를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RNI(최소 EAR)를 이용하

여 기준량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의 실제 영양소 섭취량 분포는 

영양소 필요량 분포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를 간과할 수 있다. 

  영양섭취기준을 이용하여 집단의 식사 계획을 위한 영양소 목표를 설

정할 경우, EAR 미만 섭취 대상자와 UL 초과 섭취 대상자 수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영양섭취기준을 활용한 집단의 영양소 목표는 RNI를 

사용하지 않는데, RNI는 영양소 필요량 분포를 기초로 설정되어 대상자

들의 일상적인 영양소 섭취량 분포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영양소 섭취량 분포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한국영양학회, 2015).

  미국 의학연구소(IOM, 2008)에서는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

자 수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영양소 필요량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한 영양소 목표량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에 

적용하였다. 영양소 목표량은 영양섭취기준의 EAR, AI, UL과 영양소의 

일상 섭취분포를 사용하여 목표중앙섭취량을 추정하는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으로 설정된다. 

1)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EER은 체위기준, 활동 계수를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비만의 위험을 

고려하여 에너지 목표량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아야 하며, 현재 상

태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필요량은 에너지 소비량과 일치하므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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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EER의 평균을 이용하여 집단의 반은 평균 이상 그리고 또 다

른 반은 평균 이하를 섭취하도록 에너지 목표량을 설정할 수 있다(한국

영양학회, 2015).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필요량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이나 확률적 접근법 둘 

다 에너지 목표량 설정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IOM, 2000).

  다량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경우, 각 영양소로 섭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에너지섭취비율을 설정하여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 기준

범위로 사용한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15)에서는 연

령 집단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25th, 75th 백분위수 에너지섭취비율

을 분석한 결과와 만성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

방의 에너지섭취비율에 대한 문헌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다량영양

소 AMDR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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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필요량이 설정된 영양소

  EAR이 설정된 영양소는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을 적용하여 영양소 목표

량을 설정한다.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은 특정 수준에서 예측된 영양소의 

섭취부족 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영양소 섭취의 변화를 계획하는 것이

다. 목표중앙섭취량은 집단의 일상 섭취량 분포와 집단의 영양섭취기준

을 결합하여 영양소 섭취량의 부족 발생 확률을 최소화하도록 이동시킨 

일상 섭취량 분포의 중앙값이며,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은 이때의 중앙값

을 영양소 목표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을 사용

할 경우 영양소 목표량은 더 많은 학생들의 영양소 필요량을 만족시킬 

수 있다(IOM, 2008). 

  그림 2-4의 Panel A는 영양소 필요량 분포(requirement distribution)와 

영양소 섭취량 분포(intake distribution)를 제시하고 있다. Panel A의 영

양소 섭취량 분포에서 EAR 미만으로 섭취하는 대상자는 30%이다. Panel 

B에서는 EAR 미만으로 섭취하는 대상자가 2.5%가 되도록 영양소 섭취

량 분포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동 후 분포의 중앙값을 목표중앙

섭취량으로 추정하였다. 필요량 분포가 대칭인 영양소는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중앙섭취량을 계산하며, 필요량 분포가 

비대칭인 영양소는 확률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목표중앙섭취량을 계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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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A :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30%인 영양소 섭취량 

분포

Panel B :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비율이 2.5%가 되도록 영양소 

섭취량 분포를 이동하여 중앙값을 목표중앙섭취량으로 추정

〔출처〕IOM (2003). Dietary Reference Intakes: Application in Dietary Planning.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그림 2-4. 목표중앙섭취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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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분섭취량이 설정된 영양소

  AI이 설정된 영양소는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을 적용하여 설정하지만 

EAR이 설정된 영양소에서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AI이 설정된 영양

소의 경우, 목표중앙섭취량을 AI에 맞추어 설정한다. AI는 실제 섭취량을 

근거로 설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영양섭취기준 중 목표중앙섭취량을 설정

하기에 가장 적절한 값이다(IOM, 2008). 미국의학연구소(IOM, 2000)에 의

하면, 일상 섭취량 분포의 중앙값이 최소 AI에 맞추어진다면 영양소의 

부족 섭취 발생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AI에 맞추어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한다(IOM, 2008).

  미국의 경우, 나트륨의 평균 섭취량이 AI보다 높은 양인 UL보다 높기 

때문에, 나트륨에 대하여는 AI를 목표중앙섭취량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족 섭취 위험보다 과잉 섭취 위험이 높은 나트륨은 

UL을 영양소 목표량으로 사용한다(IOM, 2008).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

취량은 WHO에서 식이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설정한 나트륨 목

표섭취량(2,000 mg/일)의 2배 이상이며(연미영 등, 2011; 송다영, 박종은, 

심재은, 이정은, 2013),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은 나트륨의 UL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목표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목표섭취량을 목표중앙섭취

량으로 설정할 수 있다.



- 32 -

4) 영양소 목표량의 상한섭취량 고려

  설정한 영양소 목표량에 따라 섭취할 경우 UL 초과 섭취 발생률이 바

람직하지 않게 높을 수 있으므로, UL이 설정된 영양소의 UL 초과 섭취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 UL과 영양소 목표량 설정을 위해 이동된 분포

의 95th 백분위수를 비교하여 영양소 목표량의 UL을 고려할 수 있다

(IOM, 2008).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UL을 설정하지 않고 있지만 목표섭취량을 

설정하고 있는 나트륨의 경우(한국영양학회, 2015), 목표섭취량과 이동후 

분포의 조정된 95th 백분위수를 비교하여 목표섭취량 초과 섭취 발생 가

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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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1.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 섭취량 

추정 및 영양섭취 상태 평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자료 분석

1. 서론

  아동 및 청소년기는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일생 중 어느 시기보다 영양소 필요량이 많으

며, 이에 따른 적절한 영양섭취가 중요하다(Manhan & Rees, 1984). 

  학교급식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

을 한다. 이러한 학교급식을 균형 있게 계획하기 위해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의 올바른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국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들

에 의하면, 최근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 학교급식의 영양적 구성과 질

적 가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발표되었다(Adamson 등, 

2013; Haroun, Harper, Wood, & Nelson, 2011; Spence 등, 201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개발은 대상 집단의 식이 섭취 상태에 대한 

검토 단계를 거친 후,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으로 설정한 영양소 목표량을 

적용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준을 적용하는 

단계로 수행된다. 이러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개발 단계에 포함되

는 영양섭취 상태 평가와 영양소 목표량 설정은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이 섭취 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IOM, 2000). 

  영양섭취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식이 섭취 조사 자료를 일상 섭취

량으로 추정한 후, 추정한 일상 섭취량을 이용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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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야 한다(IOM, 2008). 통계적으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를 사

용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특정한 날 하루의 영양섭취 상태

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IOM, 2000). 1

일의 식이 섭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평가한 결과는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비하여 부족 및 과잉 비율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김동우, 2008).  

  또한, 영양소 목표량 설정에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비교적 정확한 식

이 섭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IOM, 2008). 개인의 식이 섭취량은 

일간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이 섭취량과 차이가 크다

(IOM, 2003). 따라서 최소 2일 이상 반복 조사된 식이 섭취 자료로부터 

개인 내 변이를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후, 일상 섭

취량을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1일의 식이 섭취 조사 자료만 있을 경우 외부에서 산출된 

개인 내 변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할 수 있다

(Moshfegh & Goldman, 2005).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발 단계의 식이 섭취 

상태에 대한 검토 및 영양소 목표량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여 일상적인 영양섭

취 현황을 파악하고,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평가하여 

부족 및 과잉 영양섭취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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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일상 섭취량 추정

(1) 연구 자료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의 식품섭취조사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통계 연령에 해당하는 

만 6~17세 조사 대상자의 1회 24시간 회상법 원시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섭취량은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에 사용한 연구 대상자는 3,748명이었다. 남자가 53%였으며, 15~17세 연

령 집단이 약 20%로 가장 적었다. 분류된 8개 집단 각각의 대상자는 집

단별 342~550명 범위로 15~17세 여자 집단이 가장 적었다(표 3-1).

  대상자는 만 6~8세(초등학교 1~3학년), 9~11세(초등학교 4~6학년), 

12~14세(중학교), 15~17세(고등학교) 각각의 남녀 총 8집단으로 구분하였

다.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대상자 구분과 현재 학

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서 제시한 대상자 구분을 기본으로 하여 대상자를 

구분하였으며,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고등학교 연령을 15~18세

로 구분하였으나, 현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교육통계에서는 고등학

교 연령을 15~17세로 구분하고 있다(학교급식법 시행규칙, 2007; 교육통

계연구센터, 2015; 한국영양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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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성 별
전체

(n=3,748)남자

(n=1,993)

여자

(n=1,755)

n (%)

6~8세 519 (26.0) 450 (25.6) 969 (25.9)

9~11세 519 (26.0) 497 (28.3) 1,016 (27.1)

12~14세 550 (27.6) 466 (26.6) 1,016 (27.1)

15~17세 405 (20.3) 342 (19.5) 747 (19.9)

표 3-1.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남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분석 내용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의 식품섭취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17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니아신, 칼슘, 철, 인, 칼륨, 나트륨의 일상 섭취

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다량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섭취비율을 일상 섭취비율로 추정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포함

된 영양소 중 식품 중 함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미비한 식이섬유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를 분석하였다(농촌진흥청, 2011; 보건복지부, 2013; 

이혜정, 김영아, 이혜성, 2006; 강유주, 김향숙, 2008).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ISU 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식품섭취조사의 1회 24시간 

회상법 원시자료에 외부입력 방식으로 개인 내 변이를 적용하여 6~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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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명의 8개 집단별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였다. 적용한 개인 내 변이

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02년 계절별 영양조사로부터 2회의 24

시간 회상법 원시자료를 수집하여 산출된 값이며(김동우, 2008), 각 영양

소의 성별 및 연령별 개인 내 변이를 표 3-2에 제시하였다. 개인 내 변

이가 시간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01-2002년 

산출된 6~8세, 9~11세, 12~14세, 15~19세 각각 남녀의 개인 내 변이를 

2010-2012년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각각 남녀의 자료에 적용하였다. 통계분석 과정에서 개인 내 변이 자체

가 너무 크게 산출되어 총 변이를 초과하게 되면 이용 불가능한 값을 가

지게 되는데, 이용 불가능한 값이 있는 집단의 경우 1세 이상의 모든 대

상자로부터 산출된 영양소별 개인 내 변이가 해당 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다는 가정 하에 이 값을 적용하였다.

(3) 분석 방법

 

  일상 섭취량 및 섭취비율 추정은 PC-SIDE(Ver. 1.0) 통계 패키지를 이

용하였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섭취비율의 경우, 섭취량을 

각각의 에너지에 대한 섭취비율로 변환한 후 개인 내 변이를 입력하여 

일상 섭취비율로 추정하였다. 영양소별로 추정된 각 집단의 일상 섭취량 

및 섭취비율을 평균, 표준오차, 5th, 50th, 95th 백분위수 섭취량 및 섭취비

율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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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니아신 칼슘 철 인 칼륨 나트륨

에너지섭취비율(%)

탄수
화물

단백질 지방

남녀

   1~2세 0.60 0.66 0.63 0.79 0.68 0.66 0.74 0.66 0.68 0.69 0.68 0.80 0.64 0.66 0.68

   3~5세 0.63 0.63 0.72 0.77 0.60 0.88 0.68 0.69 0.72 0.63 0.69 0.67 0.83 0.79 0.89

남자

   6~8세 0.90 0.80 0.77 0.82 0.93 0.94 0.87 0.82 0.81 0.82 0.83 0.90 0.86 0.86 0.93

   9~11세 N/A 0.91 0.89 N/A 0.85 0.90 N/A 0.74 0.92 0.85 0.96 0.99 0.90 0.79 N/A

   12~14세 0.71 0.76 0.98 N/A 0.82 0.93 0.86 0.68 0.65 0.72 0.83 0.85 0.81 0.91 0.82

   15~19세 0.66 0.64 0.99 0.83 0.80 0.84 0.77 0.75 0.76 0.62 0.65 0.91 0.89 0.88 0.89

   20~29세 0.78 0.79 0.89 0.76 0.83 0.84 0.78 0.93 0.86 0.81 0.81 0.82 0.83 0.82 0.83

   30~49세 0.68 0.74 0.80 0.78 0.75 0.79 0.78 0.81 0.78 0.70 0.76 0.82 0.85 0.83 0.87

   50~64세 0.67 0.71 0.76 0.74 0.73 0.84 0.76 0.81 0.74 0.74 0.74 0.79 0.80 0.82 0.80

   65세 이상 0.47 0.61 0.62 0.63 0.56 0.72 0.69 0.62 0.65 0.59 0.65 0.75 0.72 0.77 0.68

여자

   6~8세 0.70 0.82 0.83 0.93 0.88 0.82 0.95 0.80 0.90 0.81 0.72 0.62 0.89 0.64 N/A

   9~11세 0.83 0.94 N/A 0.71 0.89 0.83 0.83 N/A 0.99 0.98 0.72 0.87 0.74 0.98 0.74

   12~14세 0.81 0.73 N/A 0.90 0.80 0.83 0.69 0.82 0.79 0.64 0.68 0.78 0.86 0.70 0.91

   15~19세 0.77 0.81 N/A 0.78 0.84 0.98 0.97 0.87 0.78 0.84 0.81 0.83 0.73 0.99 0.77

   20~29세 0.89 0.88 0.91 0.92 0.92 0.83 0.88 0.85 0.82 0.83 0.83 0.77 0.98 0.96 N/A

   30~49세 0.78 0.80 0.90 0.88 0.82 0.85 0.84 0.79 0.77 0.76 0.82 0.86 0.79 0.84 0.81

   50~64세 0.83 0.77 0.86 0.80 0.73 0.87 0.83 0.76 0.79 0.76 0.79 0.91 0.64 0.77 0.71

   65세 이상 0.54 0.60 0.71 0.61 0.67 0.79 0.58 0.66 0.64 0.56 0.65 0.78 0.68 0.78 0.67

전체 (1세 이상) 0.61 0.63 0.76 0.70 0.68 0.77 0.64 0.74 0.64 0.62 0.64 0.64 0.67 0.78 0.66

표 3-2. 한국의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02년 계절별 영양조사에서 산출된 개인 내 변이 

· N/A: 개인 내 변이가 총 변이를 초과하여 이용 불가능함

〔출처〕김동우 (2008). 일상 섭취량 분포 추정 결과를 이용한 한국인의 영양섭취 평가: 2001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02 계절

별 영양조사 자료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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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섭취 상태 평가

(1)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자료로부터 수집한 

식품섭취조사의 1회 24시간 회상자료를 일상 섭취량으로 추정한 만 6~17

세 아동 및 청소년 3,748명의 일상 섭취량 추정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만 6~8세(초등학교 1~3학년), 9~11세(초등학교 4~6학년), 

12~14세(중학교), 15~17세(고등학교) 각각의 남녀 총 8집단으로 구분하였

다. 

(2) 분석 내용

  ①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 평가

  에너지를 평가하기 위해 집단별 섭취량 평균을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EER과 비교하였다(IOM, 2008). 다량영양소의 에너지섭취비율

은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다량영양소 AMDR과 비교하여 섭

취 비율의 부족 및 과잉 섭취상태를 분석하였다. 한국 6~18세 아동 및 

청소년의 AMDR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각각 55~65%, 7~20%, 

15~30%로 제시되어 있다(한국영양학회, 2015).

  ② 영양소 섭취량 부족 평가

  EAR이 설정되어 있는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니아신, 칼슘, 철(12~17세 여자 제외), 인 9개 영양소의 부족 섭취 상

태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사용하여 일상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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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각 영양소 

및 집단별 EAR 미만 섭취 대상자 분율을 계산하였다. 

  12~14세 및 15~17세 여자의 철 섭취 부족 평가의 경우, 철 필요량 분

포가 대칭을 이루지 않아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

므로, 확률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섭취 부족 확률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전체적 확률접근법(full probability approach)은 1972년 Beaton

에 의하여 처음 기술된 통계적 방법으로, 집단 내 개인의 일상 섭취량이 

부족할 확률을 구한 후 각 개인의 부족할 확률을 평균하여 집단의 영양

소 부족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Gibson & Ferguson, 2008). 12~14세, 

15~17세 여자의 철 섭취 부족 확률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인의 일상적인 

식사 섭취 형태에 따른 철의 생체효율(bioavailability)을 12%로 설정하여 

철 섭취가 부족할 확률에 대한 섭취량의 범위를 설정하였다(한국영양학

회, 2015). 

  본 연구에서는 15~17세 여자의 철 섭취가 부족할 확률에 대한 섭취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Gibson과 Ferguson(2008)이 사용한 생체효율 18%

일 때 14~18세 여자의 철 섭취 부족 확률에 대한 섭취량 범위를 생체효

율 12%일 때 섭취량 범위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표 3-3). 12~14세 여자

의 경우, 철 섭취가 부족할 확률 값에 대한 섭취량의 범위가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체효율 18%일 때의 14~18세와 11~13세 여자

의 철 필요량 차이가 0.45인 점을 감안하여 14~18세 각각의 철 섭취 범

위에서 0.45를 뺀 후(IOM, 2008), 11~13세 여자의 생체효율 12% 섭취량 

범위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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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확률

부족 확률을 가진 섭취량 범위 (mg/일)

14~18세 여자

생체효율:10%1)

14~18세 여자

생체효율:12%

14~18세 여자

생체효율:18%

11~13세 여자

생체효율:18%2)

11~13세 여자

생체효율:12%

0 > 25.9 > 21.6 >  14.4 >  13.9 >  20.9

0.04 23.0~25.9 19.2~21.6 12.8~14.4 12.3~13.9 18.5~20.9

0.08 20.2~23.0 16.8~19.2 11.2~12.8 10.8~12.3 16.2~18.5

0.15 17.6~20.2 14.7~16.8 9.8~11.2 9.3~10.8 14.0~16.2

0.25 16.1~17.6 13.4~14.7 8.9~9.8 8.5~9.3 12.7~14.0

0.35 14.8~16.1 12.3~13.4 8.2~8.9 7.8~7.3 11.7~12.7

0.45 13.9~14.8 11.6~12.3 7.7~8.2 7.3~6.8 10.9~11.7

0.55 13.0~13.9 10.8~11.6 7.2~7.7 6.8~7.3 10.2~10.9

0.65 12.0~13.0 10.0~10.8 6.7~7.2 6.2~6.8 9.3~10.2

0.75 11.1~12.0 9.3~10.0 6.2~6.7 5.7~6.2 8.6~9.3

0.85 9.8~11.1 8.2~9.3 5.4~6.2 5.0~5.7 7.5~8.6

0.93 8.8~9.8 7.3~8.2 4.9~5.4 4.4~5.0 6.7~7.5

0.96 8.1~8.8 6.8~7.3 4.5~4.9 4.1~4.4 6.1~6.7

1 < 8.1 < 6.8 < 4.5 < 4.1 < 6.1

표 3-3. 일상 섭취량의 범위에 따른 만 11~13세 및 14~18세 여자의 철 

섭취 부족 확률 

1) 〔출처〕Gibson & Ferguson (2008). An interactive 24-hour recall for 

assessing the adequacy of iron and zinc intakes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HarvestPlus.

2) 생체효율 18%일 때, 14~18세와 11~13세 여자의 철 필요량 차이가 0.45인 

점을 감안하여 14~18세 각각의 철 섭취 범위에서 0.45를 뺀 값임(IOM, 2008).

  ③ 영양소 섭취량 과잉 평가  

  UL이 설정되어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C, 니아신, 칼슘, 철, 인과 상한

섭취량을 설정할 근거가 부족하지만 과잉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유해

할 가능성이 있어 목표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나트륨의 7개 영양소에 

대한 과잉 섭취 상태를 평가하였다(한국영양학회, 2015). 2015년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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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섭취기준에서 6~8세 각각 남녀에 대한 나트륨의 목표섭취량은 설

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11세, 12~14세, 15~17세 각각 남녀 집단에 

대하여만 과잉 섭취 상태를 평가하였다. 

  상한섭취량 cut-point 방법을 이용하여 일상 섭취량이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UL 또는 목표섭취량을 초과하는 대상자 분율을 집단

별로 분석하였다.

(3) 분석 방법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 평가와 영양소 섭취 부족 및 과

잉 평가를 위해 SPSS(ver. 22)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전체적 확률접

근법의 경우, SPSS(ver. 22) 통계패키지와 Excel 프로그램의 spreadsheets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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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평균

(kcal)

표준오차

(kcal)

5th 백분위수

(kcal)

50th 백분위수

(kcal)

95th 백분위수

(kcal)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1,862 20 1,214 1,819 2,668

   9~11세 519 2,130 24 1,321 2,090 3,016
   12~14세 550 2,415 28 1,502 2,350 3,578

   15~17세 405 2,601 36 1,515 2,533 3,972
여자 1,755 

   6~8세 450 1,602 18 1,046 1,570 2,298
   9~11세 497 1,835 22 1,163 1,773 2,779

   12~14세 466 1,983 26 1,165 1,941 3,005

   15~17세 342 2,011 31 1,172 1,930 3,071

표 3-4.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

취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에너지 섭취량

3. 결과 및 고찰

  

1) 일상 섭취량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02년 계절별 영양조사의 2일 식품섭취자

료로부터 산출된 개인 내 변이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식품섭취조사 중 1일의 24시간 회상자료에 적용하여 12개의 에너지 및 

영양소와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 지방 에너

지섭취비율 총 15개 종류에 대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

상 섭취량 및 섭취비율을 추정하였다.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에너지(표 

3-4), 단백질(표 3-5), 비타민 A(표 3-6), 티아민(표 3-7), 리보플라빈(표 

3-8), 비타민 C(표 3-9), 니아신(표 3-10), 칼슘(표 3-11), 철(표 3-12), 인

(표 3-13), 칼륨(표 3-14), 나트륨(표 3-15) 에 대한 평균, 표준오차, 5th, 

50th, 95th 백분위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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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평균

(㎍ RE)

표준오차

(㎍ RE)

5th 백분위수

(㎍ RE)

50th 백분위수

(㎍ RE)

95th 백분위수

(㎍ RE)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758 22 280 619 1,612

   9~11세 519 825 27 305 654 1,774

   12~14세 550 878 29 324 680 2,067

   15~17세 405 936 32 355 760 2,142

여자 1,755 

   6~8세 450 555 13 234 500 1,078

   9~11세 497 668 19 266 553 1,433

   12~14세 466 668 19 257 567 1,372

   15~17세 342 697 22 272 600 1,464

표 3-6.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취

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비타민 A 섭취량

집 단 n
평균

(g)

표준오차

(g)

5th 백분위수

(g)

50th 백분위수

(g)

95th 백분위수

(g)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66.0 0.9 38.0 63.2 102.4

   9~11세 519 77.0 1.1 43.7 74.0 121.9

   12~14세 550 88.1 1.3 47.1 83.1 143.8

   15~17세 405 99.1 1.9 52.5 93.2 168.9

여자 1,755 

   6~8세 450 55.7 0.8 32.7 53.9 84.6

   9~11세 497 64.6 1.0 37.1 60.6 104.4

   12~14세 466 72.1 1.2 38.3 68.5 120.0

   15~17세 342 70.4 1.3 37.5 67.2 117.3

표 3-5.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취

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단백질 섭취량 



- 45 -

집 단 n
평균

(mg)

표준오차

(mg)

5th 백분위수

(mg)

50th 백분위수

(mg)

95th 백분위수

(mg)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1.24 0.02 0.69 1.18 1.95

   9~11세 519 1.49 0.02 0.80 1.40 2.43

   12~14세 550 1.71 0.03 0.96 1.59 2.94

   15~17세 405 1.92 0.03 0.99 1.82 3.38

여자 1,755 

   6~8세 450 1.07 0.02 0.59 1.03 1.73

   9~11세 497 1.25 0.02 0.67 1.19 2.07

   12~14세 466 1.39 0.02 0.70 1.30 2.33

   15~17세 342 1.31 0.02 0.69 1.27 2.18

표 3-7.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취

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티아민 섭취량 

집 단 n
평균

(mg)

표준오차

(mg)

5th 백분위수

(mg)

50th 백분위수

(mg)

95th 백분위수

(mg)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1.32 0.02 0.73 1.29 1.99

   9~11세 519 1.47 0.02 0.78 1.42 2.32

   12~14세 550 1.61 0.02 0.85 1.52 2.62

   15~17세 405 1.68 0.03 0.91 1.62 2.75

여자 1,755 

   6~8세 450 1.15 0.02 0.63 1.13 1.78

   9~11세 497 1.25 0.02 0.68 1.19 2.08

   12~14세 466 1.30 0.02 0.66 1.21 2.19

   15~17세 342 1.25 0.02 0.64 1.22 2.07

표 3-8.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취

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리보플라빈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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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평균

(mg)

표준오차

(mg)

5th 백분위수

(mg)

50th 백분위수

(mg)

95th 백분위수

(mg)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89.1 2.0 33.8 81.4 179.1

   9~11세 519 94.5 2.2 36.8 82.7 201.8

   12~14세 550 104.7 2.4 37.8 90.9 212.1

   15~17세 405 105.1 2.7 40.2 95.7 208.6

여자 1,755 

   6~8세 450 88.9 2.4 33.6 78.7 184.4

   9~11세 497 95.3 2.3 34.5 84.0 188.6

   12~14세 466 97.1 2.5 33.9 84.1 199.0

   15~17세 342 96.4 2.7 35.1 86.5 207.8

표 3-9.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취

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비타민 C 섭취량 

집 단 n
평균

(mg NE)

표준오차

(mg NE)

5th 백분위수

(mg NE)

50th 백분위수

(mg NE)

95th 백분위수

(mg NE)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13.7 0.2 7.6 13.0 21.6

   9~11세 519 16.3 0.3 8.5 15.6 27.3

   12~14세 550 18.9 0.3 9.8 17.6 31.8

   15~17세 405 21.0 0.4 10.6 19.8 36.2

여자 1,755 

   6~8세 450 11.6 0.2 6.5 11.1 18.1

   9~11세 497 14.0 0.2 7.5 13.1 23.0

   12~14세 466 15.5 0.3 7.9 14.6 25.2

   15~17세 342 15.4 0.3 7.9 14.7 26.1

표 3-10.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

취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니아신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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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평균

(mg)

표준오차

(mg)

5th 백분위수

(mg)

50th 백분위수

(mg)

95th 백분위수

(mg)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11.9 0.3 5.7 10.4 22.0

   9~11세 519 14.2 0.4 6.4 12.1 29.5

   12~14세 550 14.5 0.3 6.8 13.3 26.6

   15~17세 405 16.5 0.4 7.3 14.5 32.3

여자 1,755 

   6~8세 450 9.4 0.2 4.9 8.8 16.8

   9~11세 497 12.0 0.3 5.8 10.5 22.5

   12~14세 466 12.8 0.3 5.8 11.6 24.7

   15~17세 342 11.7 0.3 5.5 10.9 20.9

표 3-12.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

취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철 섭취량 

집 단 n
평균

(mg)

표준오차

(mg)

5th 백분위수

(mg)

50th 백분위수

(mg)

95th 백분위수

(mg)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546 9 266 528 904

   9~11세 519 578 10 285 533 1006

   12~14세 550 598 10 291 569 1047

   15~17세 405 609 13 280 556 1088

여자 1,755 

   6~8세 450 480 8 232 462 781

   9~11세 497 496 8 255 466 830

   12~14세 466 495 9 233 473 867

   15~17세 342 475 10 227 454 831

표 3-11.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

취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칼슘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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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평균

(mg)

표준오차

(mg)

5th 백분위수

(mg)

50th 백분위수

(mg)

95th 백분위수

(mg)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1,102 13 670 1,077 1,628

   9~11세 519 1,234 15 744 1,208 1,850

   12~14세 550 1,382 18 798 1,336 2,155

   15~17세 405 1,458 21 796 1,422 2,172

여자 1,755 

   6~8세 450 946 12 569 931 1,368

   9~11세 497 1,058 13 641 1,011 1,611

   12~14세 466 1,119 16 619 1,092 1,689

   15~17세 342 1,080 18 596 1,053 1,647

표 3-13.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취

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인 섭취량 

집 단 n
평균

(mg)

표준오차

(mg)

5th 백분위수

(mg)

50th 백분위수

(mg)

95th 백분위수

(mg)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2,357 31 1,384 2,264 3,667

   9~11세 519 2,635 37 1,433 2,525 4,188

   12~14세 550 2,973 44 1,638 2,798 4,928

   15~17세 405 3,209 57 1,591 3,020 5,406

여자 1,755 

   6~8세 450 2,124 33 1,213 2,050 3,389

   9~11세 497 2,411 37 1,357 2,296 3,884

   12~14세 466 2,474 38 1,309 2,384 3,953

   15~17세 342 2,466 45 1,336 2,356 3,994

표 3-14.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취

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칼륨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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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평균

(mg)

표준오차

(mg)

5th 백분위수

(mg)

50th 백분위수

(mg)

95th 백분위수

(mg)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3,101 49 1,564 2,940 5,225

   9~11세 519 3,769 59 1,914 3,589 6,510

   12~14세 550 4,522 73 2,274 4,307 7,585

   15~17세 405 5,237 99 2,645 4,944 8,913

여자 1,755 

   6~8세 450 2,714 47 1,397 2,565 4,726

   9~11세 497 3,346 57 1,647 3,154 5,997

   12~14세 466 3,888 75 1,760 3,642 6,798

   15~17세 342 3,729 81 1,751 3,488 6,613

표 3-15.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

취량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 나트륨 섭취량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다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을 일

상 섭취비율로 추정한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표 3-16),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표 3-17), 지방 에너지섭취비율(표 3-18)의 평균, 표준오차, 5th, 

50th, 95th 백분위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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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평균

(%)

표준오차

(%)

5th 백분위수

(%)

50th 백분위수

(%)

95th 백분위수

(%)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14.1 0.1 11.7 14.0 16.9

   9~11세 519 14.4 0.9 11.5 14.3 18.1

   12~14세 550 14.4 0.1 12.2 14.2 16.9

   15~17세 405 14.9 0.1 12.2 14.7 18.1

여자 1,755 

   6~8세 450 13.9 0.1 10.6 13.6 18.1

   9~11세 497 13.8 0.0 12.7 13.8 14.9

   12~14세 466 14.5 0.1 10.7 14.3 18.9

   15~17세 342 13.9 0.0 13.0 13.9 14.9

표 3-17.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

취비율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에서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 

집 단 n
평균

(%)

표준오차

(%)

5th 백분위수

(%)

50th 백분위수

(%)

95th 백분위수

(%)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63.8 0.2 55.8 63.8 70.9

   9~11세 519 63.3 0.2 56.8 63.5 69.1

   12~14세 550 63.0 0.2 53.7 63.3 71.9

   15~17세 405 61.4 0.2 53.6 61.7 68.8

여자 1,755 

   6~8세 450 65.2 0.2 58.9 65.2 71.6

   9~11세 497 64.8 0.3 54.4 65.2 73.8

   12~14세 466 63.3 0.2 54.7 63.4 71.6

   15~17세 342 62.6 0.4 51.4 62.7 73.2

표 3-16.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

취비율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에서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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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평균

(%)

표준오차

(%)

5th 백분위수

(%)

50th 백분위수

(%)

95th 백분위수

(%)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22.2 0.1 18.2 22.2 26.6

   9~11세 519 22.4 0.2 13.8 22.1 31.4

   12~14세 550 22.7 0.2 15.9 22.6 30.3

   15~17세 405 23.8 0.2 17.5 23.6 30.3

여자  1,755 

   6~8세 450 21.6 0.2 13.7 21.2 30.0

   9~11세 497 22.0 0.2 14.8 21.6 30.1

   12~14세 466 22.7 0.2 17.7 22.8 28.3

   15~17세 342 23.7 0.3 15.6 23.5 33.2

표 3-18.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정한 일상 섭

취비율의 5th, 50th, 95th 백분위수에서 지방 에너지섭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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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섭취 상태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전체에서 에너지 섭취와 다량영양소 섭

취는 비교적 적절하였다. 부족 섭취 대상자 분율이 높은 영양소는 비타

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철, 인이었으며, 과잉 섭취 대상자 분율이 

높은 영양소는 탄수화물, 나트륨이었다. 비타민 A의 경우, 6~8세 남자 집

단에서 과잉 섭취 대상자 비율이 20.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비타민 A는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성별 및 연령별 집단

에 따라 8.9~34.1% 범위로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인 동시에 

0.9~20.4% 범위로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로 나타나 섭취량이 

EAR 미만에서 UL 초과까지 대상자별로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1) 에너지 섭취 및 다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EER에 대한 에너지 일상 섭취량 

평균의 비율을 나타낸 결과는 표 3-19와 같다. EER에 대한 에너지 일상 

섭취량 평균의 비율이 집단에 따라 96~110% 범위를 나타내어 전반적으

로 적절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ER에 대한 에너지 섭취 

비율이 15~17세 남자 집단에서 가장 낮은 96.3%로 나타났으며, 12~14세 

남자 집단에서 96.6%, 12~14세 여자 집단에서 99.2%로 나타났다. 이 세 

집단 외의 집단에서는 EER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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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에너지 일상 

섭취량 평균

(kcal)

EER

(kcal)

EER에 대한 

에너지 일상 섭취량 

평균의 비율

(%)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1,862 1,700 109.5

   9~11세 519 2,130 2,100 101.4

   12~14세 550 2,415 2,500 96.6

   15~17세 405 2,601 2,700 96.3

여자 1,755 

   6~8세 450 1,602 1,500 106.8

   9~11세 497 1,835 1,800 101.9

   12~14세 466 1,983 2,000 99.2

   15~17세 342 2,011 2,000 100.6

표 3-19.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에너지필요추정량(EER)에 

대한 에너지 일상 섭취량 평균의 비율 

  일상 섭취비율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AMDR 미만 및 초과인 만 

6~17세 대상자 분율을 표 3-20에 제시하였다. 세 영양소 모두 전체적으

로 AMDR보다 부족하게 섭취한 대상자 분율보다 초과하여 섭취한 대상

자 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다량영양소 AMDR보다 부족하게 섭취

한 대상자보다 과잉으로 섭취한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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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AMDR 미만 % AMDR 초과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6~17세 남녀 3,748 5.3 0.0 4.0 38.8 0.6 5.1

남자 1,993 5.2 0.0 3.3 33.7 0.5 5.0

   6~8세 519 3.1 0.0 0.4 40.3 0.2 0.2

   9~11세 519 1.7 0.0 8.7 33.9 1.0 8.5

   12~14세 550 7.8 0.0 3.3 35.5 0.0 5.6

   15~17세 405 8.6 0.0 0.2 22.5 1.0 5.7

여자 1,755 5.4 0.0 4.8 44.7 0.8 5.2

   6~8세 450 0.7 0.0 9.3 53.3 0.9 5.1

   9~11세 497 5.0 0.0 5.6 50.3 0.0 5.2

   12~14세 466 5.4 0.0 0.6 38.0 2.1 1.5

   15~17세 342 12.0 0.0 3.2 34.5 0.0 10.5

표 3-20.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에너지섭취비율이 탄수화

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적정비율(AMDR) 미만 및 초과인 대상자 분율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만 6~18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의 탄수화물 AMDR은 55~65%이다. 본 연구에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이 탄수화물 AMDR 미만 및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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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상자 분율은 집단에 따라 각각 0.7~12.0%, 22.5~53.3% 범위로 분석

되어 과잉 섭취 대상자 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한국

인 영양섭취기준에서 만 3~18세의 탄수화물 AMDR이 55~70%이었으나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면서 만 6~18세의 탄수화물 

AMDR이 55~65%로 변경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탄수화물

을 통해 총 에너지섭취량의 70% 이상을 섭취하면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의 건강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에 근거하여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

취기준에서는 탄수화물 AMDR을 하향 조정하였다(김은경, 이정숙, 홍희

옥, 유춘희, 2009; 문현경, 공정은, 2010; 서윤석, 박민선, 정영진, 2004; 

한국영양학회, 2015; 오경원, 남정모, 김초일, 이양자, 2004). 따라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감소되어야 할 필요

성이 매우 높았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만 6~18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단백

질 AMDR은 7~20%로 설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단백질 섭취비율을 단백질 AMDR과 비교한 결과 단백질 

AMDR 미만으로 섭취한 대상자 분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든 성별 

및 연령별 집단에서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백질 AMDR을 초과 섭취한 대상자 분율은 집단에 따라 0~2.1% 

범위로 분석되어 단백질의 섭취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만 6~18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지방 

AMDR은 15~30%로 제시되어 있으며,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의 지방 AMDR 미만 및 초과 대상자 분율은 집단에 따라 각각 0.2~9.3%, 

0.2~10.5% 범위로 분석되어 부족보다는 과잉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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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섭취 부족 영양소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식품섭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 섭취 부

족 상태를 평가하였다.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니아신, 칼슘, 철

(12~17세 여자 제외), 인의 경우,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사용하여 

섭취 부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21과 같다. 

  12~17세 여자의 철은 전체적 확률접근법을 사용하여 섭취 부족 확률을 

평가하였다. 12~14세 및 15~17세 여자의 철 부족 확률을 가진 각각의 섭

취량 범위에 해당하는 철 섭취 대상자 분율을 계산한 후, 철의 부족 확

률과 범위내의 섭취량을 가진 여자의 분율을 곱하여 부족 유병률을 구하

였다. 집단 전체의 철 섭취량 부족 확률은 각 부족 유병률의 합을 계산

하여 구하였다(표 3-22). 

  단백질의 EAR보다 적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은 집단에 따라 

0.2~7.5% 범위로 나타나 섭취량이 부족한 집단 내 개인의 분율이 낮은 

영양소로 분석되었다.

  티아민, 니아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섭취량이 부

족한 집단 내 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성별 및 연령별 EAR 미만 섭취자 

분율이 집단에 따라 각각 1.5~23.4%, 2.7~21.0% 범위로 나타나 특정 집단

에서 섭취량이 부족한 분율이 높은 영양소로 분석되었다. 티아민을 부족

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15~17세 여자(24.3%) 집

단이었고, 니아신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12~14세 남자(21.0%) 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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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EAR 미만 섭취 대상자 분율 (%)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니아신 칼슘 철 인

6~17세 남녀 3,748 2.9 22.5 8.1 17.8 25.6 10.9 76.7 24.9 23.3

남자 1,993 2.3 22.4 4.1 18.1 23.4 7.4 71.0 19.9 14.8

   6~8세 519 0.4 8.9 1.5 3.5 8.7 2.7 61.5 14.6 0.4

   9~11세 519 0.2 19.1 2.1 15.4 20.6 6.4 66.7 13.3 26.4

   12~14세 550 3.8 30.4 6.4 22.5 29.1 9.5 82.5 28.7 17.6

   15~17세 405 4.0 33.1 6.7 34.3 38.0 12.1 73.1 23.2 14.3

여자 1,755 3.6 22.6 12.6 17.5 28.0 14.8 83.1 30.5 32.9

   6~8세 450 0.4 10.7 5.3 3.6 13.3 8.0 74.0 13.6 1.1

   9~11세 497 0.6 21.9 7.0 11.7 25.6 11.1 83.5 13.9 48.5

   12~14세 466 7.5 34.1 17.0 27.3 39.7 21.0 89.3 46.41) 39.3

   15~17세 342 7.0 23.4 24.3 31.3 35.1 20.5 86.0 55.51) 43.6

표 3-21.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이용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소 일상 섭취량에 대한 

평균필요량(EAR) 미만 섭취 대상자 분율 

1) 12~14세 및 15~17세 여자의 철 요구량 분포는 비대칭이므로, 전체적 확률접근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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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부족 확률

12~14세 여자의 부족 유병률 계산(n=466) 15~17세 여자의 부족 유병률 계산(n=342)

부족 확률을 가진 

섭취량 범위1)(mg/일)

생체효율 : 12%

범위내의 

섭취량을 가진 

여자의 분율2) (%)

부족 

유병률3)(%)

부족 확률을 가진 

섭취량 범위1)(mg/일)

생체효율 : 12%

범위내의 

섭취량을 가진 

여자의 분율2)(%)

부족 

유병률3)(%)

0 >  20.9 8.6 0.0 > 21.6 3.8 0.0
0.04 18.5~20.9 5.4 0.2 19.2~21.6 3.8 0.2

0.08 16.2~18.5 7.5 0.6 16.8~19.2 4.7 0.4
0.15 14.0~16.2 9.2 1.4 14.7~16.8 10.5 1.6

0.25 12.7~14.0 9.4 2.4 13.4~14.7 5.3 1.3
0.35 11.7~12.7 9.2 3.2 12.3~13.4 11.1 3.9

0.45 10.9~11.7 6.0 2.7 11.6~12.3 5.0 2.2
0.55 10.2~10.9 5.4 3.0 10.8~11.6 6.7 3.7

0.65 9.3~10.2 8.4 5.4 10.0~10.8 8.8 5.7
0.75 8.6~9.3 6.7 5.0 9.3~10.0 7.0 5.3

0.85 7.5~8.6 6.9 5.8 8.2~9.3 9.4 8.0
0.93 6.7~7.5 7.1 6.6 7.3~8.2 6.7 6.3

0.96 6.1~6.7 3.9 3.7 6.8~7.3 3.2 3.1
1 < 6.1 6.4 6.4 < 6.8 14.0 14.0

전체의 철 섭취량 

부족 확률4)(%)
46.4 55.5

표 3-22. 전체적 확률접근법을 이용한 만 12~14세 및 15~17세 여자의 철 일상 섭취량 부족 확률 

1) 전체적 확률접근법에 제시된 부족 확률을 가진 섭취량 범위를 참고하여 생체효율 12%로 계산한 범위

2)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에서 섭취량 범위에 포함된 대상자 분율 

3) 철의 부족 확률 × 범위내의 섭취량을 가진 여자 분율

4) 각 부족 유병률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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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철, 인의 경우에는  EAR 미만 섭취

자 분율 범위가 집단에 따라 각각 8.9~34.1%, 3.5~34.3%, 8.7~38.0%, 

9.2~55.5%, 0.4~48.5%로 분석되어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다른 

영양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양소로 나타났다. 

  비타민 A 섭취량이 부족한 대상자 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12~14세 

여자였고(34.1%),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부족한 대상자 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은 15~17세 남자였으며(34.7%), 비타민 C 부족 섭취 대상자 분율

이 가장 높은 집단은 12~14세 여자 집단이었다(39.7%). 비타민을 많이 함

유하고 있는 채소 및 과일의 섭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식단 변화, 접근의 

용이성, 영양 교육 등 다양한 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철 부족 섭취 대상자 분율은 전체 집단에서 24.9%였다. 월경 혈 손실

이 있는 12~14세 여자, 15~17세 여자 집단의 철 부족 확률은 각각 

46.4%, 55.5%로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분석되어 해당 집단이 

충분한 섭취를 하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영양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2~18세 여자의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자 분율이 50.0%로 보

고된 2013년 국민건강통계 결과와 유사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철 섭

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계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어패류 등 

철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고(김천수, 홍희옥, 이정숙, 김정윤, 맹원

재, 2007), 철 함유량이 높은 식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의 경우,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23.3%로 높게 나타난 것

은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만 6~18세 남녀 집단별 

EAR이 2010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한 EAR보다 대부분 상향 

조정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8세 남자 집단의 경우, 

EAR이 60 mg 하향 조정되었으나, 그 외 집단의 경우, EAR이 집단별로 

0~420 mg 범위로 동일하거나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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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의 EAR 미만 섭취자 분율은 성별 및 연령별 집단에서 61.5~89.3% 

범위로 나타나 부족 섭취 대상자 분율이 다른 영양소에 비해 매우 높은 

영양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14세 남자, 9~11세 여자, 12~14세 

여자, 15~17세 여자 집단은 부족 섭취 대상자 분율이 80% 이상으로 나

타나 칼슘 섭취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국민건

강통계(보건복지부, 2013)에 나타난 6~11세 및 12~18세 아동 및 청소년의 

평균필요량 미만 칼슘 섭취자 분율은 각각 71.5%, 83.6%로 65세 이상 노

인의 분율인 81.7%와 함께 칼슘 섭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취

약한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아동 및 청소년의 칼슘 섭취 증진을 위해 칼

슘의 주요 급원인 우유 및 유제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칼슘 보완 식품의 

섭취를 통한 칼슘 보충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김태영, 김향숙, 2009; 박

선희, 이경순, 최수경, 서정숙, 2014). 

(3) 섭취 과잉 영양소

  비타민 A, 비타민 C, 니아신, 칼슘, 철, 인의 섭취 과잉은 상한섭취량 

cut-point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나트륨의 섭취 과잉은 1일 목

표섭취량인 2,000 mg보다 높은 섭취자의 분율을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추정한 일상 섭취량을 이용하여 영양소의 UL 또는 목표섭취량을 초과하

여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3-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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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UL 또는 목표섭취량 초과 섭취 대상자 분율 (%)

비타민 A 비타민  C 니아신 칼슘 철 인 나트륨

6~17세 남녀 3,748 6.5 0.0 0.0 0.0 0.9 0.0 93.8

남자 1,993 9.4 0.0 0.0 0.0 1.4 0.0 96.7

   6~8세 519 20.4 0.0 0.0 0.0 0.6 0.0 N/A1)

   9~11세 519 7.5 0.0 0.0 0.0 3.1 0.0 93.6

   12~14세 550 4.7 0.0 0.0 0.0 0.7 0.0 97.6

   15~17세 405 4.0 0.0 0.0 0.0 1.2 0.0 99.3

여자 1,755 3.3 0.0 0.0 0.0 0.4 0.0 90.6

   6~8세 450 6.7 0.0 0.0 0.0 0.0 0.0 N/A1)

   9~11세 497 4.0 0.0 0.0 0.0 0.6 0.0 87.7

   12~14세 466 1.1 0.0 0.0 0.0 0.9 0.0 92.9

   15~17세 342 0.9 0.0 0.0 0.0 0.0 0.0 91.5

표 3-23. 상한섭취량 cut-point 방법을 이용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소 일상 섭취량에 대한 

상한섭취량(UL) 또는 목표섭취량 초과 섭취 대상자 분율 

1)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6~8세 남녀에 대한 목표섭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잉 섭취를 평가할 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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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C, 니아신, 칼슘, 인의 UL 초과 섭취자 분율은 모든 성별 및 

연령별 집단에서 0%로 분석되었으며, 철의 UL 초과 섭취자 분율은 집단

에 따라 0~3.1% 범위로 분석되어 비타민 C, 니아신, 칼슘, 철, 인은 과다

하게 섭취하지 않는 영양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A의 경우, UL 초과 섭취자 분율 범위가 집단에 따라 0.9~20.4%

로 나타났다. 이 중 문제가 된 집단은 20.4%가 UL 초과 섭취자인 것으

로 분석된 6~8세 남자 집단이었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보건

복지부, 2013), 6~11세 남자, 여자, 12~18세 남자, 여자 집단에서 비타민 

A를 UL 이상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각각 5.6%, 2.1%, 7.8%, 2.8%로 나

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나트륨의 목표섭취량 초과 섭취자 분율은 집단에 따라 87.7~99.3% 범

위로 나타나 모든 집단에서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9~17세의 나트륨 목표섭취량 초과 섭취 대상자 분율은 93.8%

였으며, 6개 집단 중 나트륨을 가장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는 집단은 목

표섭취량 초과 섭취자 분율이 99.3%로 분석된 15~17세 남자 집단이었다.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며(Strazzullo, D’Elia, 

Kandala, & Cappuccio, 2009), 신장질환, 골다공증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e & MacGregor, 2009). 따라서 단계적으로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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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의 식품섭취조사 

중 1일 24시간 회상법 원시자료에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02년 

계절별 영양조사의 식품섭취조사 중 2일의 24시간 회상법 원시자료로부

터 산출한 개인 내 변이를 외부입력 방식으로 적용하여 만 6~17세 학령

기 아동 및 청소년 3,748명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고,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섭취 상태를 평가하였

다. 연구결과,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발 단계의 식이 섭취 상태에 대

한 검토 및 영양소 목표량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의 식품섭취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니아신, 칼

슘, 철, 인, 칼륨, 나트륨을 통계적으로 개인 내 변이를 제거한 일상 섭

취량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다량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

너지섭취비율을 일상 섭취비율로 추정하였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을 개발하기 위해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 섭취량 및 

섭취비율을 추정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였다.

  2)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섭취를 평가한 결

과, EER에 대한 에너지 일상 섭취량 평균의 비율이 집단에 따라 

96~110% 범위로 분석되어 에너지를 적절한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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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의 부족 및 과잉 섭취 대상자 분율이 집단

에 따라 각각 1~12%, 23~53% 범위로 분석되어 탄수화물 과잉 섭취 대상

자 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의 부족 및 과

잉 섭취 대상자 분율은 집단에 따라 각각 0%, 0~2% 범위로 분석되었으

며, 지방 에너지섭취비율의 부족 및 과잉 섭취 대상자 분율은 집단에 따

라 각각 0~9%, 0~11% 범위로 분석되어 단백질, 지방은 비교적 적절하게 

섭취하고 있었다. 

  4)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 영양 섭취량이 부족한 집단 내 개인의 

분율은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인에서 높았으며, 단

백질에서 낮았다. 영양 섭취량 부족 대상자 분율이 집단에 따라 62~89% 

범위로 나타난 칼슘은 전체 영양소 중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

양소였으며, 부족 위험 확률이 각각 46%, 56%로 나타난 12~14세 여자, 

15~17세 여자 집단의 철 섭취량은 특히 문제가 되었다. 티아민, 니아신

의 경우, 영양 섭취량이 부족한 집단 내 개인의 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특정 집단에서 높은 영양소였다. 

  5) 비타민 및 무기질 중 과잉 섭취 문제가 되는 영양소는 나트륨이었

다. 나트륨의 목표섭취량 초과 대상자 분율은 모든 성별 및 연령별 집단

에서 88%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이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었다. 비타민 A의 경우, UL 초과 대상

자 분율이 6~8세 남자 집단에서 20%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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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통해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전체에서 탄수

화물 에너지섭취비율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다른 다량 영

양소에 비해 높았으며, 그 외의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섭취는 비교적 적

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타민 및 무기질 중 섭취 부족 대상자 분율이 

높은 영양소는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인이었으며, 

섭취 과잉 대상자 분율이 높은 영양소는 나트륨이었다. 비타민 A의 경

우, 6~8세 남자 집단에서 섭취 과잉 대상자 분율이 2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타민 A는 6~17세 아동 및 청소년이 집단에 따라 

9~34% 범위로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인 동시에 집단에 따라 

1~20% 범위로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인 것으로 나타나 섭취량

이 EAR 미만에서 UL 초과까지 대상자별로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높은 것

은 2010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만 6~18세의 탄수화물 AMDR이 

55~70%였으나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하면서 만 6~18세

의 탄수화물 AMDR이 55~65%로 변경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탄수화물을 통해 총 에너지섭취량의 70% 이상을 섭취하면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의 건강위험이 증가하므로(김은경, 이정숙, 홍희옥, 유춘희, 

2009; 문현경, 공정은, 2010; 서윤석, 박민선, 정영진, 2004; 한국영양학회, 

2015; 오경원, 남정모, 김초일, 이양자, 2004),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식단에서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채소 및 과일의 섭취를 증진시키기 위해 

식단 변화, 접근의 용이성, 영양 교육 등 다양한 면에서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장기에 있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칼

슘 섭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유 및 유제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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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 보완식품의 섭취를 통한 보충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김태영, 김

향숙, 2009; 박선희, 이경순, 최수경, 서정숙, 2014). 철의 경우, 학령기 아

동 및 청소년의 식단에 철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고(김천수, 홍희옥, 

이정숙, 김정윤, 맹원재, 2007), 철 함유량이 높은 식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월경 혈 손실로 철 섭취 요구량이 높은 12~14세 및 15~17세 여

자 집단에 대한 식단을 계획할 때 특히 철 섭취를 배려하여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나트륨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며(Strazzullo, D’Elia, Kandala, & 

Cappuccio, 2009), 신장질환, 골다공증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어 왔다(He & MacGregor, 2009). 따라서 시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나

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 중 1일의 24시간 회

상법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일상 섭취량으로 추정하고, 추정한 자료를 이

용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평가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 중 1일의 24시간 회상법 

원시자료의 일상 섭취량 추정 자료는 2001년과 2002년 자료에서 산출된 

개인 내 변이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개인 내 변이

가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에 대한 한계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

후 더욱 정확한 일상적인 영양섭취량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영

양조사에서 최소 2일 이상의 24시간 회상법 식품섭취조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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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2.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을 적용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개발

1. 서론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오유미 등, 2005; Briefel 등, 2009; Clark & Fox, 2009).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영향력은 1990년대 이후로 점점 확대되어 현재 

초·중·고·특수학교 11,575개교 중 100%가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으

며, 전체 6,519,000명 학생 중 99.6%가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다(교육부, 

2013). 또한, 한 사람의 일생 중 아동 및 청소년기의 약 12년 동안 지속

적으로 학교급식을 이용하게 되므로 학교급식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의 영양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급식을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 도구 중 하나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에 따라 계획되므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올바른 설정이 

선행되어야 적절하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은 학교급식에서 제공되어야 할 각 영양소의 양을 제시하는 영양소 기

준과 학교급식에서 제공되어야 할 각 식품군의 횟수나 양을 제시하는 식

품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영양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는 강

점을 가지고 있으나 과일 및 채소의 섭취와 다른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

고 있는 식품의 섭취를 증진시키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식품 기준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권장되는 

영양량을 평균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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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Food Trust, 2008; Haroun 등, 2011).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를 최소화하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IOM, 2008). 

현재 한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영양소 기준만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3끼니 중 1끼니를 섭취한다는 가정 하에 모든 영양소에 대하여 1일 

섭취 권장량의 1/3을 기준량으로 설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영양소 필요량을 기초로 설정되어 대상자의 실

제 영양 섭취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Kim 등, 2015). 비타민 및 무기

질의 경우, EAR을 이용하여 설정한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영양량

과 RNI를 이용하여 설정한 권고 수준의 영양량 2가지를 영양관리기준에 

제시하고 있어(학교급식법 시행규칙, 2007), EAR을 학교급식 제공을 위

한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대상 학생의 50%가 필요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은 식단

의 평균 영양공급량을 충족하도록 설정하고 있어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

한 대상자를 간과할 수 있다.

  미국의학연구소(IOM, 2008)에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발에 사용한 

영양소 목표량은 대상자의 일상 섭취량 분포와 영양섭취기준을 이용하므

로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영양

소 목표량은 일상 섭취량 분포에서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동한 후, 이동 후 분포의 중앙값인 

목표중앙섭취량을 추정하여 설정한다. 따라서 대상자의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으로 설정한 영양소 목표량을 적용하여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자의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여 영양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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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는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으로 영양

소 목표량을 설정하고, 설정한 영양소 목표량을 학교 점심급식의 영양관

리기준(안)에 적용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개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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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비율 기준범위 설정,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으로 1일 영양소 목표량 설정, 설정한 1일 영양소 목표량의 상한 범

위 검토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의 식품섭취조사 자

료로부터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만 6~17세 3,74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1일 영양소 목표량의 설정 및 상한 범위 검토를 위한 기준으로 2015

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사용하였다.

  설정한 1일 영양소 목표량을 기초로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하

기 위해 학교에서 점심으로 학교급식을 섭취한 만 6~17세 1,824명의 국

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식품섭취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

구에 사용한 만 6~17세 학교급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과 같

다.

  분석 자료의 연구 대상자는 만 6~8세(초등학교 1~3학년), 9~11세(초등

학교 4~6학년), 12~14세(중학교), 15~17세(고등학교) 각각의 남녀 총 8집

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식단계획을 위한 편의성을 강조한다면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학교

급별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대상자 

구성에 따른 더 정확한 영양소 요구량 충족을 강조한다면 성 및 연령을 

세분화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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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령

성 별
전체

(n=1,824)남자

(n=987)

여자

(n=837)

n (%)

 6~8세 234 (23.7) 190 (22.7) 424 (23.2)

 9~11세 282 (28.6) 278 (33.2) 560 (30.7)

 12~14세 292 (29.6) 224 (26.8) 516 (28.3)

 15~17세 179 (18.1) 145 (17.3) 324 (17.8)

표 4-1. 만 6~17세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현재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성 및 연령 구성 비율은 학교마다 

다양하며, 이에 따라 학교별 영양소 요구량도 다양하다. 학교 구성원의 

성 및 연령 구성 비율은 지역(도시, 농촌, 신도시 개발), 근접 학교의 성

별 구성 형태(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연령별 인구 구조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학교

는 성별 구성에 따라 남학교 12%, 여학교 11%, 남녀공학교 76%로 다양

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남학교 17%, 여학교 18%, 남녀공학교 

64%로 운영되고 있다(교육통계연구센터, 2015). 따라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서 성 및 연령을 세분화하여 대상자

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한국의 각 학교에는 영양 분석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성 및 연령에 따라 세분화된 학교급식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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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안)을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현재 급식 운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영양(교)사 배치율은 약 85%로 매우 높으며(교육부, 2013), 나머지 

15%의 학교들도 공동관리 형태로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을 관리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따라 성 및 연령 구성 비율이 다양한 학교

급식 대상자의 영양소 요구량을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생리적 발달 단

계를 고려하여(한국영양학회, 2015)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성별 

및 연령별 집단을 만 6~8세(초등학교 1~3학년), 9~11세(초등학교 4~6학

년), 12~14세(중학교), 15~17세(고등학교) 각각의 남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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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및 방법

(1) 기초 자료 분석

  ① 다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 분석

  본 연구에서는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남녀에 대한 탄수화

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

조사 제 5기(2010-2012)의 식품섭취조사 자료로부터 일상 섭취비율을 추

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만 6~8세(초등학교 1~3학년), 9~11세(초등학교 4~6

학년), 12~14세(중학교), 15~17세(고등학교) 각각 남녀의 탄수화물, 단백

질, 지방의 에너지섭취비율 평균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평균, 표준

오차, 5th, 25th, 75th, 95th 백분위수 에너지섭취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ver. 22)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② 목표중앙섭취량 분석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목표중앙섭취량을 분석하기 위해 

EAR 미만으로 섭취하는 섭취부족 목표 발생률의 비율을 5%로 설정하였

다. 대상자의 총 수가 3,748명으로 많았지만, 각 집단별 대상자의 수는 

약 350~55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고,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EAR 미만으로 섭취하는 섭취부족 목표 발생률

의 비율을 2~3%로 설정할 경우 섭취량이 과소 보고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높은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5%에서의 

섭취량이 2~3%의 섭취량보다 이상 값(Outlier)에 의한 영향을 덜 받으므

로 더 안정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5%로 설정하였다

(IO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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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기(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 자료로부터 추정한 

만 6~17세 대상자의 일상 섭취량을 이용하여 8개 집단별 목표중앙섭취량

을 분석하였다. EAR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 중 필요량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는 영양소는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사용하

였으며, 필요량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지 않는 영양소는 

전체적 확률접근법을 사용하였다.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중앙섭취량을 분석하기 위

해 일상 섭취량 추정 분포가 동일한 모양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추정 곡

선을 수평 이동하여 이동 후 분포의 중앙값인 목표중앙섭취량을 추정하

였다. 일상 섭취량 추정 곡선의 수평 이동은 5th 백분위수 섭취량을 EAR

에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이동 후 추정 곡선의 중앙값은 원래 일상 섭취

량 추정 곡선의 중앙값에 EAR과 5th 백분위수 섭취량의 차이만큼을 더하

는 방법으로 구하였다(IOM, 2008).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으로 목표중

앙섭취량을 분석하기 위해 SPSS(ver. 22)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전체적 확률접근법을 사용하여 목표중앙섭취량을 분석하기 위해 집단 

내 개인의 일상 섭취 영양소가 부족할 확률을 구한 후, 각 개인의 부족

할 확률을 평균하여 전체 집단의 부족 확률을 구하였다(Gibson & 

Ferguson, 2008). 일상 섭취량 추정 분포가 동일한 모양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집단의 부족 확률이 5%가 되도록 추정 곡선을 수평 이동하여 이동 

후 분포의 중앙값인 목표중앙섭취량을 추정하였다. 일상 섭취량 추정 곡

선의 수평 이동은 집단 내 개인의 일상 섭취량에 각각 일정 수치를 일률

적으로 가감하면서 전체적 확률접근법으로 전체 집단의 부족 확률을 계

산하여 전체 집단의 부족 확률이 5%가 되는 지점으로 맞추었다. 이동 후 

분포의 중앙값은 이동 전 분포의 중앙값에 원래 일상 섭취량 추정 곡선

으로부터 전체 집단의 부족 확률이 5%가 되는 지점까지 이동했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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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값을 더하여 구하였다. 전체적 확률접근법 방법으로 목표중앙섭취

량을 분석하기 위해 SPSS(ver. 22) 통계패키지와 Excel 프로그램의 

spreadsheets를 사용하였다. 

  ③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 및 목표중앙섭취량 상한 범위 분석

  만 6~17세 남녀 각 집단이 본 연구에서 추정한 목표중앙섭취량만큼 섭

취할 경우 UL 초과 섭취 대상자 발생률이 바람직하지 않게 높을 가능성

을 조사하기 위해 이동 후 일상 섭취분포의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

량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목표중앙섭취량 상한 범위를 분석하

기 위해 UL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섭취과다 목표 발생률의 비율을 섭취

부족 목표 발생률의 비율과 같은 5%로 설정하였다.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만 6~17세 대상자의 식품섭취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UL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의 목표중앙섭취량 상한 범위를 분석하

기 위해 일상 섭취량 추정 분포가 동일한 모양을 가진다는 가정 하에 추

정 곡선을 수평 이동하여 95th 백분위수 섭취량이 UL과 일치되도록 하였

다. 이동 후 추정 곡선의 중앙값은 원래 일상 섭취량 추정 곡선의 중앙

값에 UL과 95th 백분위수 섭취량의 차이만큼을 더하여 계산하였다.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을 분석하기 위해 Excel 프로그램의 

spreadsheets를 사용하였으며, 목표중앙섭취량 상한 범위를 분석하기 위

해 SPSS(ver. 22)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④ 학교급식 대상자의 끼니별 에너지 섭취비율 분석

  학교급식 대상자가 하루 중 점심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을 조사하

기 위해 제 5기(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 자료의 만 



- 76 -

6~17세 대상자 중 학교에서 점심으로 학교급식을 섭취한 대상자의 식품

섭취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집단별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을 분석하였다. 

  끼니별 에너지 섭취비율 분석은 복합표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SPSS(ver. 22)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2)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개발

  ① 영양소 종류 선정

  본 연구에서 일상 섭취량 및 섭취비율을 추정한 영양소 종류는 15가지

였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포함할 경우 현장

에서 실제적으로 식단 작성에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IOM, 2008). 따라서 영양소 종류 선정 기준을 설정하여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안)에 포함할 영양소 종류를 선정하였다.

  영양소 종류 선정 기준은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

섭취 상태를 평가한 결과 섭취 상태가 적절하지 못한 영양소, 한국인 영

양소 섭취기준에서 식사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영양소, 현재 데

이터베이스로 실현 가능한 영양소, 결핍 증세를 나타내는 영양소를 고려

하여 설정하였다.

  ② 1일 영양소 목표량 설정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최종 선정된 영양소 종류에 대하여 1일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하였다. 1일 에너지 목표량은 2015년 한국인 영양

소 섭취기준의 에너지 EER을 사용하여 설정하였고, 다량영양소의 1일 

영양소 목표량은 실제 영양 섭취량 적용 방법을 사용하여 설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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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및 무기질의 1일 영양소 목표량은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을 사용하

여 설정하였다.

  ㉮ 에너지

  에너지 섭취는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많아 에너지 섭취량 분포가 잘못 

추정될 수 있으며, 에너지 섭취량과 총 에너지 소비량은 서로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어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이나 확률적 접근법을 사용할 

수 없다(IOM, 2000). 에너지의 경우, 필요량 이하이거나 이상인 경우 모

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필요

량은 집단의 에너지 필요량을 추정하거나 그룹 구성원의 추정 필요량의 

평균을 이용하여 집단의 반은 평균이상, 다른 반은 평균이하를 섭취하도

록 설정한다(한국영양학회, 2015).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성별 및 연

령별 EER을 1일 에너지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설정을 위해 사용된 신체활동단계는 대부분 한국인의 신체활동

단계인 ‘저활동적’ 단계에 해당하는 신체활동수준(PAL 1.40~1.59)이며, 

체위기준은 표 4-2와 같다(한국영양학회, 2015).

  ㉯ 다량영양소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형태로 섭취하게 

되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하지 못한 비율로 섭취하는 경우 만

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AMDR은 만성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탄

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바람직한 에너지섭취비율 범위로 정의된다(IO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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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신 장 (cm) 체 중 (kg) BMI (kg/m2)

6~18세 남녀

남자

   6~8세 126.4 26.5 16.6
   9~11세 142.9 38.2 18.7
   12~14세 163.5 52.9 19.8
   15~18세 173.3 63.1 21.0
여자

   6~8세 125.0 25.0 16.0
   9~11세 142.9 35.7 17.5
   12~14세 158.1 48.5 19.4
   15~18세 160.9 53.1 20.5

표 4-2.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설정을 위한 만 6~18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위기준 

〔출처〕한국영양학회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한국영양학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기준량은 서로간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량영양소의 1일 영양소 목표량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

방의 에너지비율 기준범위 형태로 설정하였다.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15)에서 탄수화물, 단

백질, 지방의 AMDR은 성별 및 연령별 다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과 다

량영양소 에너지섭취비율에 따른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2010

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10)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의 AMDR은 연령 집단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25th, 75th 백분위수 

에너지섭취비율을 분석한 결과와 만성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탄수화

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섭취비율에 대한 문헌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 섭취비율을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집단

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섭취비율 평균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5th, 25th, 75th, 95th 백분위수 에너지섭취비율을 이용하여 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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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다량영양

소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다량영양소 AMDR을 함께 고려하였다.

  ㉰ 비타민 및 무기질

  비타민 및 무기질의 1일 영양소 목표량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목표중

앙섭취량을 사용하여 설정하였다. 설정한 1일 영양소 목표량만큼 섭취할 

경우 UL 초과 섭취 대상자 발생률이 바람직하지 않게 높을 가능성을 조

사하기 위해 UL이 설정되어 있는 영양소에 대하여 UL과 이동 후 일상 

섭취분포의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목표중앙섭취량 상한 범위를 사용하여 비타민 및 

무기질의 1일 영양소 목표량 상한 범위를 검토하였다. 

  ③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 설정

  1일 영양소 목표량에 하루 중 점심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을 곱하

여 1일 영양소 목표량을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으로 변환하였다. 

  에너지 기준량은 한 개의 일정 값을 제시하는 것보다 최소기준과 최대

기준을 정하여 범위로 제시하는 것이 식단을 계획할 때 영양(교)사들에

게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하루 에너지 섭취량에 대한 학교 점심급

식으로 인한 에너지 섭취량 비율의 실제 범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IOM, 2008).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의 에너지 기준범위 설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교급식 대상자의 집단별 점심 에너지 섭취 비율을 이용하였다. 

8개 집단의 점심으로 인한 에너지 섭취비율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학

교급별로 학교급 내 집단들의 최소비율과 최대비율을 각 집단별 1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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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목표량에 곱하여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의 에너지 기준 범위를 산

출하였다. IOM(2008)에서는 대상 학생 전체 연령의 집단별 최소비율과 

최대비율을 각 집단에 일률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연

령의 집단별 최소비율과 최대비율을 사용할 경우, 성별 및 연령별 에너

지 기준량의 범위가 너무 넓어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급별로 최소비

율과 최대비율을 사용하였다.

  산출한 에너지 기준범위의 최소 및 최대 기준량은 영양(교)사들이 실

제적으로 식단 작성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까운 50 kcal 단위

로 수정하였으며, 각 집단 내에서 최소 기준량으로부터 최소 100 kcal 

범위를 보유하도록 수정하였다(IOM, 2008).

  다량영양소의 경우, 1일 영양소 목표량에서 설정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를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 8개 집단의 점심으로 인한 에너지 섭취비율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학교급 내 집단들의 최소비율과 최

대비율의 중간값을 집단별 1일 영양소 목표량에 곱하여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하였다.

  ④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제안

  설정한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을 기초로 최종적인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각 학교에서 학교 점심급식의 식단을 계획하기 

위해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활용하는 방법이 기준(안)에 포함되었

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과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차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과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각각의 기준량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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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영양소 종류 선정 결과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영양소 종류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충족

되는 식단을 계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포

함할 영양소 종류 선정 기준을 설정하여 영양소 종류를 선정하였다. 설

정한 영양소 종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영양소 종류 중에서 선정한다.

②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섭취 상태를 평가한 결과 영양소를 적

절하게 섭취하지 않는 영양소 종류를 선정한다.

③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식사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영양

소 종류를 추가 선정한다.

④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실현 가능한 영양소, 결핍 증세 발현이 가능한 

영양소를 고려하여 선정한 영양소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인 영양소 종류를 

선정한다.

  본 연구에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12개의 에너지 및 영양소와 탄수화

물 에너지섭취비율,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 지방 에너지섭취비율 총 15

개 종류 중 적절하게 섭취하지 않는 영양소로 나타난 탄수화물 에너지섭

취비율,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인, 나트륨을 선정하

였고,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식사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고

려되는 에너지, 탄수화물 AMDR, 단백질 AMDR, 지방 AMDR을 추가적으

로 선정하였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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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선정 기준
현재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에 

선정된 

영양소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안)에 

최종 

선정한 

영양소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영양소1)

섭취 

상태가 

적절하지 

못한 

영양소2)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식사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영양소3)

1 에너지 ○ ○ ○

2 단백질 ○ ×

3 탄수화물 AMDR ○ ○ ○ ○

4 단백질 AMDR ○ ○ ○

5 지방 AMDR ○ ○ ○

6 비타민 A ○ ○ ○

7 티아민 ○ ×

8 리보플라빈 ○ ○ ○

9 비타민 C ○ ○ ○

10 니아신 　 ×　 ×　

11 칼슘 ○ ○ ○

12 철 ○ ○ ○

13 인 ○ 　 ×　 ×4)

14 칼륨 　 ×　 ×　

15 나트륨 ○ × ×5)

표 4-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포함한 영양소 종류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 

1) 본 연구에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영양소 종류

2)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부적절하게 섭취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 영양소 종류

3)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식사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영양

소 종류

4) 정상인들이 결핍 증세를 보이는 사례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제외함

5) 조리 시 첨가되는 나트륨의 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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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15)에서는 식사 계획 

시 에너지 필요량을 결정한 후, 다량영양소를 분배하고 비타민 및 무기

질의 영양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로 영양섭취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식사 계획 시 우선적으

로 고려되는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AMDR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포함하였다.

  나트륨은 식품 내 함유된 양과 조리 및 식사 시 첨가되는 양이 존재하

며, 한국인의 경우 조리 및 식사 시 첨가되는 나트륨의 섭취량은 1일 총 

나트륨 섭취량의 73~80%인 것으로 추정된다(김영선, 백희영, 1987). 또한, 

한국인의 주요한 나트륨 급원은 양념류였으며, 전체 나트륨 섭취량의 약 

49%가 양념류로 섭취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13). 따라서 나트륨 기준

량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식품뿐만 아니라 

각 음식별로 조리 시 첨가되는 나트륨의 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에(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구축되

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조리 시 첨가되는 나트륨의 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이은미 등, 2010; 임현숙 등, 2013; 

이휘재 등, 2010) 선정 영양소 종류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인 부족 섭취 

대상자 분율은 23%였다. 그러나 인의 경우, 정상인들이 결핍 증세를 보

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으며, 결핍되기 쉬우며 비교적 단기간의 섭취

량에 주의가 필요한 영양소가 아니었으므로 선정 영양소 종류에서 제외

하였다(한국영양학회, 2010; 한국영양학회, 2015).

  최종적으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포함할 영양소 종류로 에너

지, 탄수화물 AMDR, 단백질 AMDR, 지방 AMDR, 비타민 A, 리보플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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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C, 칼슘, 철 총 9개의 영양소가 선정되었다.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비

교한 결과,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선정된 영양소는 11개였으나 개

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최종 선정한 영양소는 9개였다(표 

4-3).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선정한 영양소 종류는 현 학

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선정된 영양소 종류에서 단백질과 티아민을 제외

한 영양소 종류와 동일하였다.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 기준량은 RNI의 1/3 값을 제시하

고 있으며, 단백질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7~20%를 제시하고 있다. 단백

질 기준량을 단백질 에너지비율로 환산했을 때, 환산한 단백질 에너지비

율은 집단별 총 에너지의 6.3~9.0% 범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학교급

식 영양관리기준에서 함께 제시하고 있는 단백질 기준량과 단백질 에너

지비율 기준범위는 서로 상충되고 있었다(Kim 등, 2015). 단백질 섭취의 

경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서로간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값

을 기준량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티아민의 주요 급원은 육류, 간, 삼치, 전곡, 두류, 감자류 등으로 한국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티아민 섭취량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2013)에서 만 6~11세, 12~18세 학령

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티아민의 RNI에 대한 섭취비율이 각각 210%, 

178%, 티아민의 EAR 미만 섭취자 분율이 각각 3.5%, 9.6%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EAR 미만 섭취자 

분율인 8.1%와 유사하였다. 티아민의 경우,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영양소 종류로 선정하여 섭취량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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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에너지(kcal)

남자
  6~8세 1,700
  9~11세 2,100
  12~14세 2,500
  15~17세 2,700
여자
  6~8세 1,500
  9~11세 1,800
  12~14세 2,000
  15~17세 2,000

표 4-4. 만 6~18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1일 에너지 목표량 

2) 1일 영양소 목표량 설정 결과  

(1) 1일 에너지 목표량 및 다량영양소의 1일 영양소 목표량

  ① 에너지

  1일 에너지 목표량 설정을 위해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만 6~18세의 EER을 적용하였으며, 15~17세 연령 집단의 경우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15~18세 연령 집단의 EER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1일 에너지 목표량은 표 4-4와 같다. 

  ② 다량영양소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의 탄

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섭취비율 평균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의 5th, 25th, 50th, 75th, 95th 백분위수 에너지섭취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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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섭취비율
집 단 n

평균

(%)

표준

오차

(%)

5th 

백분

위수

(%)

25th 

백분

위수

(%)

50th 

백분

위수

(%)

75th 

백분

위수

(%)

95th 

백분

위수

(%)

탄수화물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63.8 0.2 55.8 61.0 63.8 67.0 70.9
   9~11세 519 63.3 0.2 56.8 60.8 63.5 65.9 69.1

   12~14세 550 63.0 0.2 53.7 59.3 63.3 66.6 71.9
   15~17세 405 61.4 0.2 53.6 58.4 61.7 64.7 68.8

여자 1,755 
   6~8세 450 65.2 0.2 58.9 62.5 65.2 67.7 71.6

   9~11세 497 64.8 0.3 54.4 61.0 65.2 69.0 73.8
   12~14세 466 63.3 0.2 54.7 60.1 63.4 66.5 71.6

   15~17세 342 62.6 0.4 51.4 58.3 62.7 66.8 73.2

단백질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14.1 0.1 11.7 13.0 14.0 15.1 16.9

   9~11세 519 14.4 0.9 11.5 13.0 14.3 15.6 18.1
   12~14세 550 14.4 0.1 12.2 13.4 14.2 15.3 16.9

   15~17세 405 14.9 0.1 12.2 13.6 14.7 16.0 18.1
여자 1,755 

   6~8세 450 13.9 0.1 10.6 12.3 13.6 15.3 18.1
   9~11세 497 13.8 0.0 12.7 13.3 13.8 14.3 14.9

   12~14세 466 14.5 0.1 10.7 12.8 14.3 16.0 18.9
   15~17세 342 13.9 0.0 13.0 13.5 13.9 14.3 14.9

지방 6~17세 남녀 3,748 

남자 1,993 

   6~8세 519 22.2 0.1 18.2 20.4 22.2 23.9 26.6
   9~11세 519 22.4 0.2 13.8 18.6 22.1 26.1 31.4

   12~14세 550 22.7 0.2 15.9 19.5 22.6 25.8 30.3
   15~17세 405 23.8 0.2 17.5 20.9 23.6 26.2 30.3

여자 1,755 

   6~8세 450 21.6 0.2 13.7 18.0 21.2 25.1 30.0
   9~11세 497 22.0 0.2 14.8 18.7 21.6 25.0 30.1

   12~14세 466 22.7 0.2 17.7 20.3 22.8 24.9 28.3
   15~17세 342 23.7 0.3 15.6 20.3 23.5 26.8 33.2

표 4-5.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

너지섭취비율 평균과 5th, 25th, 50th, 75th, 95th 백분위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섭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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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25th 백분위수, 75th 백분위수 

에너지섭취비율은 각각 탄수화물에서 58.3~62.5%, 64.7~69.0%, 단백질에

서 12.3~13.6%, 14.3~16.0%, 지방에서 18.0~20.9%, 23.9~26.8% 범위로 나타

나 단백질, 지방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만 6~18세 단백질, 지방 

AMDR 범위(7~20%, 15~30%) 내에 있었으나 탄수화물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만 6~18세 탄수화물 AMDR 범위(55~65%)를 초과하여 섭취하

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의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탄수화물 5th, 95th 백분위수 에너지섭취비율 범위는 각각 51.4~58.9%, 

68.8~73.8%로 나타났다. 탄수화물을 통해 총 에너지섭취량의 70% 이상을 

섭취하면 만성 질환 관련 건강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김은경, 이정숙, 

홍희옥, 유춘희, 2009; 문현경, 공정은, 2010; 서윤석, 박민선, 정영진, 

2004; 오경원, 남정모, 김초일, 이양자, 2004), 본 연구에서 1일 영양소 목

표량의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

시한 만 6~18세 탄수화물 AMDR인 55~65%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한국

과 식문화가 비슷한 일본의 만 6~17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탄수화물 

AMDR은 50~65%로 설정하고 있다(行政院衛生署食品藥物管理局, 2012). 

또한, 미국의 만 4~18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탄수화물 AMDR은 

45~65%로 설정하고 있다(USDA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지방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5th, 95th 백분위수 에너지섭취비율 범위는 각각 13.7~18.2%, 

26.6~33.2%로 나타나 일상적인 식사에서 섭취하는 지방 에너지섭취비율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15~30%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만 6~18세 지방 AMDR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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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1일 영양소 목표량의 지방 에너지비율 기

준범위로 사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만 6~17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방 AMDR을 20~30%로 설정하고 있으며(후생노동성, 2015), 미국의 경

우, 만 4~18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방 AMDR을 25~35%로 설정하고 

있다(USDA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본 연구에서 분석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적인 식

사에서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만 

6~18세 단백질 AMDR과 큰 차이가 있었다. 단백질의 5th, 95th 백분위수 

에너지섭취비율은 각각 10.6~13.0%, 14.9~18.9% 범위로 나타났으나 한국

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단백질 AMDR은 7~20%를 제시하고 있었다. 한

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단백질 최소 섭취비율을 에너지섭취의 7%로 

제시한 것은 이 비율이 모든 성 및 연령에서 단백질 필요량을 충족하는 

값이기 때문이나, 한국인의 실제 단백질 섭취는 EAR이나 RNI를 훨씬 초

과하는 수준이며(장순옥, 2011), 본 연구에서 분석한 만 6~17세의 하위 

5th 백분위수 단백질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한 단백질 

하한 값인 7%를 초과한 10.6~13.0%에 분포하였다. 따라서 단백질 부족 

위험보다는 실제적인 식사에서 적절한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단백질 섭취기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서는 

현실적 식생활에서 단백질 AMDR로 10~20%를 제안하였다(장순옥, 2011).

본 연구에서는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단백질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를 실제적 식사의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을 적용하여 10~20%로 

설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만 6~17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단백질 AMDR을 

13~20%로 설정하고 있으며(후생노동성, 2015), 미국의 경우, 만 4~18세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단백질 AMDR을 10~30%로 설정하고 있다(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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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본 연구에서 설정한 1일 다량영양소 목표량은 표 4-6과 같다. 

탄수화물

(에너지의 %)

단백질

(에너지의 %)

지방

(에너지의 %)

남자

55~65 10~20 15~30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여자

  6~8세

  9~11세

  12~14세

  15~17세

표 4-6. 만 6~18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1일 다량영양소 목표량 

(2) 비타민 및 무기질의 1일 영양소 목표량

  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12~17세 여자 제외)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에 의해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12~17세 여자 제외)의 목표중앙섭취량을 추정하여 1일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하였다. 목표중앙섭취량은 EAR에서 5th 백분위수의 섭취량

을 뺀 후, 그 차이만큼 중앙값에 더하여 추정하였으며(표 4-7), 사용한 

식은 아래와 같다. 

[목표중앙섭취량(Target Median Intake, TMI) = (EAR - 5th 백분위수 섭취

량) +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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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비타민 A(㎍ RE) 리보플라빈(mg) 비타민 C(mg) 칼슘(mg) 철(mg)

EAR
5
th
 

백분
위수

중앙
값 TMI EAR

5
th
 

백분
위수

중앙
값 TMI EAR

5
th
 

백분
위수

중앙
값 TMI EAR

5
th
 

백분
위수

중앙
값 TMI EAR

5
th
 

백분
위수

중앙
값 TMI

남자

  6~8세
  (n=519)

320 280 619 659 0.70 0.73 1.29 1.26 40.0 33.8 81.4 87.6 580 266 528.0 842 7.0 5.7 10.4 11.7

  9~11세
  (n=519)

420 305 654 769 1.00 0.78 1.42 1.64 55.0 36.8 82.7 100.9 650 285 533.0 898 8.0 6.4 12.1 13.7

  12~14세
  (n=550)

540 324 680 896 1.20 0.85 1.52 1.87 70.0 37.8 90.9 123.1 800 291 569.0 1078 11.0 6.8 13.3 17.5

  15~17세
  (n=405)

620 355 760 1025 1.40 0.91 1.62 2.11 80.0 40.2 95.7 135.5 720 280 556.0 996 11.0 7.3 14.5 18.2

여자 　 　 　 　 　 　 　

  6~8세
  (n=450)

290 234 500 556 0.60 0.63 1.13 1.10 45.0 33.6 78.7 90.1 580 232 462.0 810 6.0 4.9 8.8 9.9

  9~11세
  (n=497)

380 266 553 667 0.80 0.68 1.19 1.31 60.0 34.5 84.0 109.5 650 255 466.0 861 7.0 5.8 10.5 11.7

  12~14세
  (n=466)

470 257 567 780 1.00 0.66 1.21 1.55 75.0 33.9 84.1 125.2 740 233 473.0 980 13.0 5.8 11.6 N/A
1)

  15~17세
  (n=342)

440 272 600 768 1.00 0.64 1.22 1.58 70.0 35.1 86.5 121.4 660 227 454.0 887 11.0 5.5 10.9 N/A
1)

표 4-7.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평균필요량(EAR), 5th 백분위수 섭취량, 중앙값, 목표중앙섭취량

(TMI) 

1) 12~14세 및 15~16세 여자의 철에 대한 목표중앙섭취량은 전체적 확률접근법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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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세 남자 및 여자 집단에서 리보플라빈의 EAR은 5th 백분위수 섭취

량보다 낮아 리보플라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5% 미만이

었다. 그 외의 경우, 모든 영양소에서 EAR은 5th 백분위수 섭취량보다 

높아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5% 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이용하여 9~11세 남자에 대한 리보플라빈의 목표중앙

섭취량을 추정한 단계를 그림 4-1에 예로 제시하였다. 대상 집단의 이동 

전 일상 섭취분포에서 5th 백분위수 섭취량은 EAR보다 낮아 EAR 미만으

로 리보플라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5% 이상으로 높았

다.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의 대상자 분율은 15%였다. EAR 미만으로 리

보플라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 섭취

분포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5th 백분위수 섭취량과 EAR이 일치되었을 

때, EAR 미만으로 리보플라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5%였

으며, 이동 후 분포의 중앙값 1.64 mg을 리보플라빈의 목표중앙섭취량으

로 추정하였다.  

  일상 섭취분포가 이동한 차이 값은 EAR과 5th 백분위수 섭취량의 차이

만큼이며, 목표중앙섭취량은 이동 전 일상 섭취분포의 중앙값에 EAR과 

5th 백분위수 섭취량의 차이를 더한 값과 같다. 9~11세 남자에 대한 리보

플라빈의 목표중앙섭취량을 계산한 식은 다음과 같다.

1.64 mg = (1.0 mg - 0.78 mg) + 1.42 mg

  9~11세 남자 집단의 리보플라빈 영양소 목표량이 중앙값으로 설정될 

경우, 리보플라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은 15%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9~11세 남자 집단의 리보플라빈 영양소 목표량이 목표중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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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량으로 설정될 경우, 리보플라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은 

5%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1. 9~11세 남자의 목표중앙섭취량 추정의 예: 리보플라빈  



- 93 -

  ② 철(12~17세 여자)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에 의해 계산한 12~14세 및 15~17세 여자의 

철 목표량은 각각 18.8 mg, 16.4 mg였으나, 철 필요량 분포가 대칭을 이

루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 확률접근

법을 사용하여 12~14세 및 15~17세 여자의 철에 대한 1일 영양소 목표량

을 설정하였다. 전체적 확률접근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12~14세와 15~17

세 여자 집단이 철을 부족하게 섭취할 확률은 각각 46.4%와 55.5%였다. 

12~14세 여자의 철 부족 섭취 확률이 5%가 되도록 이동한 각 개인의 섭

취량은 기존의 철 섭취량에 일률적으로 8.85 mg을 더한 값이며, 이때의 

목표중앙섭취량은 20.5 mg이었다(표 4-8). 또한, 15~17세 여자의 철 부족 

섭취 확률이 5%가 되도록 이동한 각 개인의 섭취량은 기존의 철 섭취량

에 일률적으로 9.8 mg을 더한 값이며, 이때의 목표중앙섭취량은 20.7 mg

이었다. 즉,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12~14세 및 

15~17세 여자의 철 목표량은 각각 18.8 mg, 16.4 mg이었으며, 이에 비해 

전체적 확률접근법으로 계산한 철 목표량은 각각 20.5 mg, 20.7 mg으로 

나타나 두 방법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두 방법 간의 영양소 목표량 차

이는 12~14세 여자, 15~17세 여자 집단에서 각각 1.7 mg, 4.3 mg이었다. 

필요량 분포가 대칭을 이루지 않는 영양소의 신뢰성 있는 영양소 목표량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확률적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 목표량을 설정하기 위해 11~13세 여자의 각 부족 확

률에 대한 철 부족 섭취량을 가진 섭취량 범위를 12~14세 여자 집단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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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확률

+8.85 mg1) 이동 후 분포의 부족 유병률 계산 +9.8 mg1) 이동 후 분포의 부족 유병률 계산

부족 확률을 가진 
섭취량 범위2)

(mg/일)
: 생체효율 12%

범위내 섭취량을 
가진 12~14세 여자의 

백분율3)(%)
(n=466)

부족 
유병률4)(%)

부족 확률을 가진 
섭취량 범위2)

(mg/일)
: 생체효율 12%

범위내 섭취량을 
가진 15~17세 

여자의 백분율3)(%)
(n=342)

부족 
유병률4)(%)

0 > 20.9 47.2 0 > 21.6 43.3 0

0.04 18.5~20.9 18.7 0.7 19.2~21.6 21.3 0.9

0.08 16.2~18.5 18.5 1.5 16.8~19.2 20.8 1.7

0.15 14.0~16.2 12.7 1.9 14.7~16.8 12.6 1.9

0.25 12.7~14.0 2.4 0.6 13.4~14.7 1.2 0.3

0.35 11.7~12.7 0.4 0.2 12.3~13.4 0.9 0.3

0.45 10.9~11.7 0.2 0.1 11.6~12.3 0 0

0.55 10.2~10.9 0 0 10.8~11.6 0 0

0.65 9.3~10.2 0 0 10.0~10.8 0 0

0.75 8.6~9.3 0 0 9.3~10.0 0 0

0.85 7.5~8.6 0 0 8.2~9.3 0 0

0.93 6.7~7.5 0 0 7.3~8.2 0 0

0.96 6.1~6.7 0 0 6.8~7.3 0 0

1 < 6.1 0 0 < 6.8 0 0

부족 섭취 

전체 확률5) 5.0 5.0

표 4-8. 만 12~14세 및 15~17세 여자의 철 부족 섭취 확률이 5%가 되도록 이동한 일상 섭취분포의 이동한 차이 

값 계산

1) 일정 수치를 각 개인의 섭취량에 일률적으로 가감하여 계산한 철 부족 섭취 확률이 5%일 때 이동한 철 섭취량 차이

2) 전체적 확률접근법에 제시된 부족 확률을 가진 섭취량 범위를 참고하여 생체효율 12%로 계산한 범위

3)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에서 섭취량 범위에 포함된 대상자 분율 

4) 철의 부족 확률 × 범위내의 섭취량을 가진 여자 분율

5) 각 부족 유병률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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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일상 섭취량 자료를 이용하여 확률적 접근법을 이

용하여 12~14세 여자에 대한 철의 목표중앙섭취량을 추정한 단계를 그림 

4-2에 예로 제시하였다. 12~14세 여자의 영양소 필요량 분포를 철의 부

족 섭취 위험곡선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동 전 일상 섭취분포에서 

철의 부족 섭취 위험곡선과 철 일상 섭취분포가 겹치는 영역으로 표현되

는 철 부족 섭취 확률은 46%로 섭취 부족목표인 5%에 비해 매우 높았

다. 일상 섭취분포를 이동하여 철의 부족 섭취 위험곡선과 철 일상 섭취

분포가 겹치는 영역이 5%가 되도록 하였을 때, 분포의 이동한 차이 값은 

8.85 mg이었으며, 이동 후 일상 섭취분포의 중앙값은 20.5 mg이었다. 

  일상 섭취분포가 이동한 값은 각 개인의 섭취량에 일정 수치를 일률적

으로 가감하여 계산한 전체 집단의 철 부족 섭취 확률이 5%일 때 가감

한 수치를 더한 값이며, 목표중앙섭취량은 이동 전 일상 섭취분포의 중

앙값에 가감한 수치를 더한 값과 같다. 12~14세 여자의 철 목표중앙섭취

량을 계산한 식은 다음과 같다. 

20.5 mg = 11.6 mg + 8.85 mg

  12~14세 여자 집단의 철 영양소 목표량이 중앙값으로 설정될 경우, 철

의 부족 섭취 확률은 46%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12~14세 여자 집단의 

철 영양소 목표량이 목표중앙섭취량으로 설정될 경우, 철의 부족 섭취 

확률은 5%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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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2~14세 여자의 목표중앙섭취량 추정의 예: 철 



- 97 -

(3) 1일 영양소 목표량의 상한섭취량 고려 결과

  ①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과 상한섭취량 비교

  1일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한 영양소 중 UL이 설정되어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에 대하여 1일 영양소 목표량만큼 섭취할 경우 UL

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대상자가 바람직하지 않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UL과 이동 후 일상 섭취분포의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

취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UL보다 95th 백분위수 섭취량이 

높은 것은 일상 섭취분포의 중앙값이 1일 영양소 목표량에 있을 때 대상

자의 최소 5%가 UL을 초과하여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A의 이동 전 일상 섭취분포의 95th 백분위수 섭취량은 6~8세 

남자, 여자, 9~11세 남자, 여자, 12~14세 남자, 15~17세 남자 집단에서 

UL를 초과하여 집단 내 개인의 5% 이상이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하

고 있었다. 비타민 A의 이동 후 분포의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은 

12~14세 여자, 15~17세 여자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UL을 초과

하였다. 특히, 6~8세 남자, 9~11세 남자 집단의 경우 이동 후 분포의 조

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은 각각 UL의 약1.7배, 1.3배였다. 그러나 UL

은 특정 형태나 급원 식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식이에 대하여 측

정되는 식이 섭취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IOM, 2008). 

  비타민 A 중 베타-카로틴은 피부 황색증 외에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

지 않으므로(Micozzi, Brown, Taylor, & Wolfe, 1988), 비타민 A의 UL 적

용은 레티놀 값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3). 그러나 현재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간독성을 독성종말점으로 하여 설정된 비타

민 A의 UL은 비타민 A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 양이다(보건복지부, 2013; 

한국영양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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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비타민 A(㎍ RE) 비타민 C(mg) 칼슘(mg) 철(mg)

UL

(A)

95th 

백분위수

섭취량

조정된 

95th 

백분위

수

섭취량

(B)

UL의 

백분율로 

계산한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

(B/A)

UL

(A)

95th 

백분위수

섭취량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B)

UL의 

백분율로 

계산한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

(B/A)

UL

(A)

95th 

백분위수

섭취량

조정된 

95th 

백분위

수

섭취량

(B)

UL의 

백분율로 

계산한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

(B/A)

UL

(A)

95th 

백분위수

섭취량

조정된 

95th 

백분위

수

섭취량

(B)

UL의 

백분율로 

계산한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

(B/A)

남자

  6~8세
  (n=519)

1,000 1,612 1,652 1.7 700.0 179.1 185.3 0.3 2,500 904 1,219 0.5 40.0 22.0 22.9 0.6

  9~11세
  (n=519)

1,500 1,774 1,889 1.3 1,000.0 201.8 220.00 0.2 3,000 1,006 1,391 0.5 40.0 29.5 30.5 0.8

  12~14세
  (n=550)

2,100 2,067 2,283 1.1 1,400.0 212.1 244.3 0.2 3,000 1,047 1,557 0.5 40.0 26.6 29.5 0.7

  15~17세
  (n=405)

2,300 2,142 2,407 1.0 1,500.0 208.6 248.4 0.2 3,000 1,088 1,558 0.5 45.0 32.3 34.9 0.8

여자 　 　 　

  6~8세
  (n=450)

1,000 1,078 1,134 1.1 700.0 184.4 200.8 0.3 2,500 781 1,128 0.5 40.0 16.8 17.7 0.4

  9~11세
  (n=497)

1,500 1,433 1,546 1.0 1,000.0 188.6 209.1 0.2 3,000 830 1,245 0.4 40.0 22.5 23.4 0.6

  12~14세
  (n=466)

2,100 1,372 1,585 0.8 1,400.0 199.0 235.1 0.2 3,000 867 1,374 0.5 40.0 24.7 30.4 0.8

  15~17세
  (n=342)

2,300 1,464 1,632 0.7 1,500.0 207.8 237.7 0.2 3,000 831 1,264 0.4 45.0 20.9 25.5 0.6

표 4-9.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상한섭취량(UL), 95th 백분위수 섭취량,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

취량, UL의 백분율로 계산한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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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경우, 레티놀과 베타-카로틴 혈청 농도를 유럽인, 미국인과 

비교했을 때, 레티놀 수치는 낮고 베타-카로틴 수치는 높게 나타났다(염

경진 등, 1992). 실제로 한국인의 비타민 A 섭취량 주요 급원식품은 당근

이 1순위였고, 고추, 김, 무청, 채소음료, 김치·배추김치, 깻잎, 우유, 시

금치, 달걀 순으로 보고되어 주로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식물성 식품

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 이렇듯 한국인의 비타민 A 주요 

급원 식품은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베타-카로틴이 많은 식물성 식품이

며, 비타민 A의 UL은 독성을 나타내는 레티놀 값만이 아닌 전체 비타민 

A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므로 6~8세 남자와 9~11세 남자 집단의 비타민 A

에 대한 UL 초과 섭취 위험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

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A의 부족 섭취자 분율을 5%로 최소

화하도록 이동한 이동 후 분포의 비타민 A 영양소 목표량을 그대로 사

용하였다.

  비타민 C, 칼슘, 철의 이동 전 일상 섭취분포의 95th 백분위수 섭취량

은 성별 및 연령별 집단에서 UL보다 상당히 낮았으며, 일상 섭취분포 

이동 후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도 UL보다 낮았다.

  ② 1일 영양소 목표량의 상한범위 

  UL이 설정되어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에 대하여 1일 영양

소 목표량 상한범위를 설정하였다. UL에서 95th 백분위수의 섭취량을 뺀 

후, 그 차이만큼 중앙값에 더하여 상한 목표중앙섭취량을 구하였으며(표 

4-10), 사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상한 목표중앙섭취량(Target Median Intake, TMI) = (UL - 95th 백분위수 

섭취량) +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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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비타민A(㎍RE) 비타민C(mg) 칼슘(mg) 철(mg)

UL

(A)

중앙값

(B)

95th

백분

위수 

섭취량

(C)

상한  

TMI

(A-C

+B)

UL

(A)

중앙값

(B)

95th

백분

위수 

섭취량

(C)

상한  

TMI

(A-C

+B)

UL

(A)

중앙값

(B)

95th

백분

위수 

섭취량

(C)

상한  

TMI

(A-C

+B)

UL

(A)

중앙값

(B)

95th

백분

위수 

섭취량

(C)

상한  

TMI

(A-C

+B)

남자 　 　 　 　 　 　 　 　 　 　 　 　 　 　 　 　

  6~8세
  (n=519)

1,000 619 1,612 7 700.0 81.4 179.1 602.3 2,500 528 904 2,124 40.0 10.4 22.0 28.4 

  9~11세
  (n=519)

1,500 654 1,774 380 1,000.0 82.7 201.8 880.9 3,000 533 1,006 2,527 40.0 12.1 29.5 22.6 

  12~14세
  (n=550)

2,100 680 2,067 713 1,400.0 90.9 212.1 1,278.8 3,000 569 1,047 2,522 40.0 13.3 26.6 26.7 

  15~17세
  (n=405)

2,300 760 2,142 918 1,500.0 95.7 208.6 1,387.1 3,000 556 1,088 2,468 45.0 14.5 32.3 27.2 

여자 　

  6~8세
  (n=450)

1,000 500 1,078 422 700.0 78.7 184.4 594.3 2,500 462 781 2,181 40.0 8.8 16.8 32.0 

  9~11세
  (n=497)

1,500 553 1,433 620 1,000.0 84.0 188.6 895.4 3,000 466 830 2,636 40.0 10.5 22.5 28.0 

  12~14세
  (n=466)

2,100 567 1,372 1,295 1,400.0 84.1 199.0 1,285.1 3,000 473 867 2,606 40.0 11.6 24.7 26.9 

  15~17세
  (n=342)

2,300 600 1,464 1,436 1,500.0 86.5 207.8 1,378.7 3,000 454 831 2,623 45.0 10.9 20.9 35.0 

표 4-10.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상한섭취량(UL), 중앙값, 95th 백분위수 섭취량, 상한 목표중앙섭취

량(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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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A의 경우, 상한 목표중앙섭취량이 집단에 따라 7~1,436 mg 범

위로 넓게 나타났다. 상한 목표중앙섭취량을 이용하여 1일 영양소 목표

량의 상한 범위를 설정할 경우, 6~8세 남자, 여자, 9~11세 남자, 여자, 

12~14세 남자, 15~17세 남자 집단에서 1일 영양소 목표량이 1일 영양소 

목표량 상한범위 보다 낮게 나타나 비타민 A에 대한 목표중앙섭취량의 

상한범위는 설정할 수가 없었다. 이는 비타민 A의 섭취량이 EAR 미만으

로부터 UL 초과까지 대상자별로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어 비타민 A의 

일상 섭취분포는 섭취과다 목표 발생률을 5%에 맞출 경우, 목표중앙섭

취량이 이동 전 일상 섭취분포의 중앙값보다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비타민 C, 칼슘, 철의 상한 목표중앙섭취량은 목표중앙섭취량보다 상

당히 높은 값으로 나타나 보충제가 아닌 식이섭취로 인한 비타민 C, 칼

슘, 철 섭취가 상한 목표중앙섭취량까지 근접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비타민 C의 목표중앙섭취량은 집단에 따라 87.6~135.5 mg 범위인데 비해 

상한 목표중앙섭취량은 594.3~1,378.7 mg 범위로 분석되었고, 칼슘의 목

표중앙섭취량은 집단에 따라 810~1,078 mg 범위인데 비해 상한 목표중

앙섭취량은 2,124~2,636 mg 범위로 분석되었으며, 철의 목표중앙섭취량

은 집단에 따라 9.9~18.8 mg 범위인데 비해 상한 목표중앙섭취량은 

22.6~35.0 mg 범위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비타민 C, 칼슘, 철의 상한 

목표중앙섭취량을 적용하여 1일 영양소 목표량의 상한범위를 설정할 필

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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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일 영양소 목표량

  최종적으로 설정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1일 영양소 목

표량은 표 4-11과 같다. 에너지,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단백질 에너지비

율, 지방 에너지비율의 기준범위와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

슘, 철의 기준량에 대한  1일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하였다.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 점심급식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1일 영양

소 목표량만큼 섭취할 경우,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5%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비타민 및 무기질의 1일 영양소 목표량은 부족 섭취 대상자 분율이 

5%가 되도록 설정한 값이므로 최소 섭취 수준이다. 따라서 비타민 A, 리

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의 경우, 1일 영양소 목표량 이상으로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UL이 설정되어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을 1일 

영양소 목표량만큼 섭취하였을 때, UL 초과 섭취 위험 문제는 크게 고

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제시한 1일 영양소 목표량에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의 1일 영

양소 목표량 상한범위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비타민 A의 섭취량이 

EAR부터 UL까지 넓게 분포하여 6~8세 남자, 여자, 9~11세 남자, 여자, 

12~14세 남자, 15~17세 남자 집단에서 1일 영양소 목표량 상한범위가 1

일 영양소 목표량 보다 낮았으므로 비타민 A의 1일 영양소 목표량 상한

범위는 설정할 수 없었다. 비타민 C, 칼슘, 철의 1일 영양소 목표량 상한

범위는 1일 영양소 목표량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 보충제가 아닌 식

이섭취로 인한 섭취량이 1일 영양소 목표량의 상한 범위까지 근접할 가

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에 1일 영양소 목표량의 상한범위를 설정할 필요

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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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kcal) (에너지의 %) (에너지의 %) (에너지의 %) (㎍ RE) (mg) (mg) (mg) (mg)

남자 　

55~65 10~20 15~30

　 　 　 　 　

  6~8세 1,700 659 1.26 87.6 842 11.7

  9~11세 2,100 769 1.64 100.9 898 13.7

  12~14세 2,500 896 1.87 123.1 1078 17.5

  15~17세 2,700 1,025 2.11 135.5 996 18.2

여자 　 　 　 　

  6~8세 1,500 556 1.10 90.1 810 9.9

  9~11세 1,800 667 1.31 109.5 861 11.7

  12~14세 2,000 780 1.55 125.2 980 20.5

  15~17세 2,000 768 1.58 121.4 887 20.7

표 4-11.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1일 영양소 목표량

· 비타민 및 무기질은 1일 영양소 목표량 이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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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n

에너지 섭취비율(%)

아침 점심 저녁 간식 

6~17세 남녀 1,824

초등학교 1~6학년 984

  6~8세 남자 234 17 28 27 27

  6~8세 여자 190 16 30 26 28

  9~11세 남자 282 18 29 28 26

  9~11세 여자 278 17 30 27 27

중학교 516

  12~14세 남자 292 16 32 27 25

  12~14세 여자 224 15 33 27 25

고등학교 324

  15~17세 남자 179 15 33 29 23

  15~17세 여자 145 17 36 26 21

표 4-12. 점심으로 학교급식을 섭취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이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 

3)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 설정 결과 

  하루 중 점심으로 섭취한 에너지 비율을 이용하여 1일 영양소 목표량

을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으로 변환하기 위해 학교급식 대상자의 끼니

별 에너지 섭취 비율을 분석하였다. 점심으로 학교급식을 섭취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섭취한 성

별 및 연령별 에너지 비율은 표 4-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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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으로 섭취한 에너지 비율이 집단에 따라 28~36% 범위로 넓게 나

타나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의 에너지 기준범위 및 영양소 기준량을 설

정하기 위한 점심 에너지 섭취 비율을 초·중·고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1~6학년(6~11세 남녀)에

서 점심으로 섭취한 최소 에너지 비율은 28%였으며, 최대 에너지 비율

은 30%였다. 중학교(12~14세 남녀)의 경우, 점심으로 섭취한 최소 에너지 

비율은 32%였으며, 최대 에너지 비율은 33%였다. 또한, 고등학교(15~17

세 남녀)의 경우, 점심으로 섭취한 최소 에너지 비율은 33%였으며, 최대 

에너지 비율은 36%였다.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의 에너지 기준범위는 1일 에너지 목표량에 학

교급별로 학교급 내의 집단에 대하여 점심으로 섭취한 최소 에너지 비율

과 최대 에너지 비율을 곱하여 각각 최소 기준량과 최대 기준량을 산출

하였다(표 4-13).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의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

을 설정하기 위해 1일 영양소 목표량에 학교급별 점심으로 섭취해야 할 

일정 비율을 곱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점심으로 섭취해야 할 일정 비

율은 초등학교 내의 집단별 에너지 최소 비율(28%)과 최대 비율(30%)의 

중간 값인 29%로 설정하였다. 중학교의 점심으로 섭취해야 할 일정 비

율은 중학교 내의 집단별 에너지 최소 비율(32%)과 최대 비율(33%)의 중

간 값인 32.5%로 설정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점심으로 섭취해야 할 일정 

비율은 고등학교 내의 집단별 에너지 최소 비율(33%)과 최대 비율(36%)

의 중간 값인 34.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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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1일 

에너지 

목표량

(kcal)

최소 

에너지

(kcal)

최대 

에너지

(kcal)

 에너지 

범위

(kcal)

에너지 

기준범위

(kcal)

초등학교 1일의 28% 1일의 30%

  6~8세 남자 1,700 476 510 476~510 500~600
  6~8세 여자 1,500 420 450 420~450 400~500

  9~11세 남자 2,100 588 630 588~630 600~700

  9~11세 여자 1,800 504 540 504~540 500~600

중학교 1일의 32% 1일의 33%

  12~14세 남자 2,500 800 825 800~825 800~900

  12~14세 여자 2,000 640 660 640~660 650~750

고등학교 1일의 33% 1일의 36%

  15~17세 남자 2,700 891 972 891~972 900~1,000

  15~17세 여자 2,000 660 720 660~720 650~750

표 4-13.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의 에너지 기준범위 설정을 위해 사용

된 에너지량

  

  1일 영양소 목표량은 일상 섭취량의 부족 섭취 위험을 가진 대상자를 

최소화하도록 설정하였으므로, 영양소별 부족 섭취 위험이 보정된 개념

이다. 실제적으로 영양소 종류마다 다른 섭취량을 가진 대상 학생의 영

양소 섭취량은 1일 영양소 목표량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영양소 종

류마다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은 표 4-14와 같다. 에너

지 기준범위는 모든 성별 및 연령별 집단에서 100 kcal 범위로 설정되었

으며,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1일 영양소 목표량의 다량영양

소 에너지비율 기준범위와 동일하게 설정되었다.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의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은 기준량 이상으로 제공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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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kcal) (에너지의 %) (에너지의 %) (에너지의 %) (㎍ RE) (mg) (mg) (mg) (mg)

남자 　

55-65 10~20 15~30

　 　 　 　 　

  6~8세 500~600 191 0.37 25.4 244 3.4

  9~11세 600~700 223 0.48 29.3 260 4.0

  12~14세 800~900 291 0.61 40.0 350 5.7

  15~17세 900~1,000 354 0.73 46.7 344 6.3

여자

  6~8세 400~500 161 0.32 26.1 235 2.9

  9~11세 500~600 193 0.38 31.8 250 3.4

  12~14세 650~750 254 0.50 40.7 319 6.7

  15~17세 650~750 265 0.55 41.9 306 7.1

표 4-14.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 

· 비타민 및 무기질은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 이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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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개발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는 에너지,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단백질 에

너지비율, 지방 에너지비율,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을 

포함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하여 학교급식 식단을 계획

할 때에는 식단의 1인당 1주일 영양공급량 평균이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의 기준량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의 경우, 기준범위 내로 

식단을 계획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경우, 탄수화물, 단백질, 지

방 에너지비율 기준범위 내로 식단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비타민 A, 리

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은 기준량 이상으로 식단을 계획해야 한다.

  대상 학교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성별 및 연령별 집단의 학교급

식 대상자 수에 가중치를 넣은 평균을 계산하여 설정할 수 있다. 학교별 

에너지 기준범위 설정의 경우, 최소 기준량의 가중치 평균과 최대 기준

량의 가중치 평균을 계산하여 최소 및 최대 기준량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칼

슘 기준량은 우유를 포함한 1일 영양소 목표량을 기초로 설정되었다. 또

한, 우유를 제외한 일상적인 한국인 식단만으로 칼슘 기준량을 충족시키

기는 어렵다(이언경, 최영선, 배복선, 2011; 박미진, 김영남, 2015). 따라

서 학교급식 식단에서 우유를 제외하고 칼슘 기준량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다른 국가들의 예와 같이(학교위생법, 

2013; 학교급식법, 2013a; 학교급식법, 2013b; USDA, 2012a; Education 

Regulations, 2014) 학교급식 식단에 우유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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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kcal) (에너지의 %) (에너지의 %) (에너지의 %) (㎍ RE) (mg) (mg) (mg) (mg)

남 자 　

55-65 10~20 15~30

　 　 　 　 　

초등학교 1~3 학년 500~600 191 0.37 25.4 244 3.4

초등학교 4~6 학년 600~700 223 0.48 29.3 260 4.0

중학교 800~900 291 0.61 40.0 350 5.7

고등학교 900~1,000 354 0.73 46.7 344 6.3

여 자

초등학교 1~3 학년 400~500 161 0.32 26.1 235 2.9

초등학교 4~6 학년 500~600 193 0.38 31.8 250 3.4

중학교 650~750 254 0.50 40.7 319 6.7

고등학교 650~750 265 0.55 41.9 306 7.1

표 4-15.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 1주일 평균의 영양공급량이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을 충족하도록 식단을 계획한다.
· 에너지 기준범위 내로 식단을 계획한다.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비율 기준범위 내로 식단을 계획한다.
·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은 기준량 이상으로 식단을 계획한다.
· 학교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성별 및 연령별 집단의 학교급식 대상자 수에 가중치를 넣은 평균을 계산하여 

설정한다.
· 학교별 에너지 기준범위 설정의 경우, 최소 기준량의 가중치 평균과 최대 기준량의 가중치 평균을 계산하여 최소 및 

최대 기준량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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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대상자의 체위, 영양 섭취량, 영

양 문제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되므로, 각 나라마다 기준량이 다

르게 나타난다. 개발한 한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제시된 초·

중·고등학교 학교급별 평균 기준량을 일본, 미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에 제시된 학교급별 평균 기준량과 비교하였다(학교급식법, 2013a; 

USDA, 2012a). 일본에서는 고등학생의 기준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야

간 고등학교의 기준량을 사용하였다(학교급식법 2013b). 미국의 경우, 학

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비타민 및 무기질에 대한 기준량을 제시하지 않

았으므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발 과정에서 설정한 학교급식 영양

소 목표량을 비교에 사용하였다(IOM, 2008).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서 에너지의 경우, 한국의 초·

중·고등학교 각각의 기준량 평균은 550 kcal, 775 kcal, 825 kcal였으며, 

일본의 기준량 평균은 각각 640 kcal, 820 kcal, 820 kcal였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기준량 평균은 600 kcal, 650 kcal, 750 kcal였

다. 한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적용한 초·중·고등학교의 점

심으로 인한 에너지 섭취비율은 각각 29%, 32.55, 34.5%였다.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점심에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초등학교에 

대한 에너지 기준량 평균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낮았으며, 한국의 고

등학교에 대한 에너지 기준량 평균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일본, 미국의 비타민 및 무기질 기준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비타민 A 기준량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미국에 비해 높았으며, 

한국의 리보플라빈 기준량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미국에 비해 

낮았다. 또한, 한국의 비타민 C와 철은 일본, 미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

았고, 칼슘은 일본, 미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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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A에 대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기준량 평균은 192 

㎍ RE, 272 ㎍ RE, 310 ㎍ RE였고, 일본의 각각 기준량 평균은 173 ㎍ 

RE, 300 ㎍ RE, 300 ㎍ RE이었으며, 미국의 각각 기준량 평균은 192 ㎍ 

RE, 241 ㎍ RE, 277 ㎍ RE이었다. 리보플라빈의 경우, 한국은 각각 0.39 

mg, 0.56 mg, 0.64 mg이었고, 일본은 각각 0.43 mg, 0.60 mg, 0.60 mg이

었으며, 미국은 각각 0.46 mg, 0.61 mg, 0.67 mg이었다. 비타민 C의 경

우, 한국은 각각 28.2 mg, 40.4 mg, 44.3 mg이었고, 일본은 각각 21.7 

mg, 35.0 mg, 35.0 mg이었으며, 미국은 각각 24.0 mg, 30.0 mg, 39.0 mg

이었다. 칼슘의 경우, 한국은 각각 247 mg, 335 mg, 325 mg이었고, 일본

은 각각 350 mg, 450 mg, 380 mg이었으며, 미국은 각각 332 mg, 440 

mg, 481 mg이었다. 철의 경우, 한국은 각각 3.4 mg, 6.2 mg, 6.7 mg이었

고, 일본은 각각 3.0 mg, 4.0 mg, 4.0 mg이었으며, 미국은 각각 3.4 mg, 

5.2 mg, 5.9 mg이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12~14세 및 15~17세) 여자의 철의 경우, 한국의 기

준량은 일본과 미국의 기준량에 비해 큰 차이로 높았다. 한국의 학교급

식 영양관리기준(안)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여자의 철 기준량은 각각 

6.7 mg, 7.1 mg이었다. 일본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12~14세 및 15~17세) 

여자와 미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11~13세 및 14~18세) 여자의 철 기준

량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비교를 위하여 일

본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한 12~14세 및 15~17세 여자의 RNI(16 mg, 

14 mg)에 일본에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철 기준량 설정에 사용된 

33% 비율을 곱한 결과, 각각 5.3 mg, 4.7 mg이었다(후생노동성, 2015). 

또한, 미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11~13세 및 14~18세 여자의 철에 대한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은 각각 

5.2 mg, 5.9 mg이었다(IO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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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철 생체 효율은 12%로 일본의 15%, 미국의 18%에 비해 낮

다(한국영양학회, 2015; 후생노동성, 2015; IOM, 2001). 철 생체 효율이 낮

아질수록 철 필요량이 높아지므로 한국 12~14세 및 15~17세 여자의 철 

기준량은 일본, 미국에 비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

구에서 분석한 한국 12~14세 및 15~18세 여자의 철 부족 확률은 각각 

46%, 56%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철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

율이 5%가 되도록 일상 섭취분포를 이동하여 목표중앙섭취량을 구하였

으며, 12~14세 및 15~18세 여자의 목표중앙섭취량을 적용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철 부족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가 기준량 설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을 비교하여 표 4-16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에너지 기준범위는 현재 만 6~17

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위를 반영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EER을 기초로 설정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서 에너지는 100 kcal 범위로 설정하였으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에서 에너지는 기준량의 ±10% 범위로 설정되어 있었다. 성별 및 연령

별 집단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에너지 기준범위는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에너지 기준량을 포함하고 있었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

비율 기준범위는 각각 55~65%, 10~20%, 15~30%였으나 현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각각 

55~70%, 7~20%, 15~3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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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단

에너지
(kcal)

탄수화물
(에너지의 

%)

단백질
(에너지의 

%)

지방
(에너지의 

%)

비타민 A 
(㎍ RE)

리보플라빈 
(mg)

비타민 C 
(mg)

칼슘 
(mg)

철 
(mg)

기준

(안)

현 

기준1)

기준

(안)

현 

기준

기준

(안)

현 

기준

기준

(안)

현 

기준

기준

(안)

현 

기준

기준

(안)

현 

기준

기준

(안)

현 

기준

기준

(안)

현 

기준

기준

(안)

현 

기준

남 자

55~

65

55~

70

10~

20

7~

20

15~

30

15~

30

　 　 　 　 　 　 　 　 　 　

   초등학교 1~3 학년 500~600 534 191 134 0.37 0.30 25.4 20.0 244 234 3.4 3.0

   초등학교 4~6 학년 600~700 634 223 184 0.48 0.37 29.3 23.4 260 267 4.0 4.0

   중학교 800~900 800 291 234 0.61 0.50 40.0 33.4 350 334 5.7 4.0

   고등학교 900~1,000 900 354 284 0.73 0.60 46.7 36.7 344 334 6.3 5.4

여 자

   초등학교 1~3 학년 400~500 500 161 134 0.32 0.24 26.1 20.0 235 234 2.9 3.0

   초등학교 4~6 학년 500~600 567 193 167 0.38 0.30 31.8 23.4 250 267 3.4 4.0

   중학교 650~750 667 254 217 0.50 0.40 40.7 30.0 319 300 6.7 4.0

   고등학교 650~750 667 265 234 0.55 0.40 41.9 33.4 306 300 7.1 5.4

표 4-16.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과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비교 

1)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서 에너지는 기준량의 ± 10% 범위로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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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55~70%

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탄수화물 에

너지비율 기준범위는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동일한 55~65%

로 설정하였다.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 에너지비율 기준범

위는 7~20%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단백질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실제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을 고려하여 10~20%로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1~3학년 여자의 철, 초등학교 4~6학년 남자의 칼슘, 초등학

교 4~6학년 여자의 칼슘, 철의 경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의 기준량이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보다 약간 낮았다. 그 

외의 경우, 모든 영양소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

이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과 동일하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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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식품섭취조사 자료 중 만 6~17세 학령기 아

동 및 청소년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실

제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

소화하는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으로 1일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하였으며, 

설정한 1일 영양소 목표량을 학교급식 영양소 목표량으로 변환하여 학교 

점심급식에 대한 영양관리기준(안)을 개발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영양소 종류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충

족되는 식단을 계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 섭취량 및 섭취비율을 추

정한 15개의 영양소 종류 중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섭

취 상태가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된 영양소 종류를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에 포함하였고, 식사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에너지와 다량

영양소 에너지비율을 추가하였다. 단, 나트륨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

템에 각 음식별로 조리 시 첨가되는 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기준(안)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준(안)에서 제외하였다. 인의 경우, 정상인들이 결핍 증세를 보이는 사

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나 기준(안)에서 제외하였다.

  2) 1일 에너지 목표량은 현재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위를 반영하

여 설정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EER을 기초로 설정하였으

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실제 섭취비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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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고려하여 각각 55~65%, 10~20%, 15~30%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분석한 만 6~17세의 5th 백분위수 단백질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소 섭

취기준에서 제시한 단백질 하한 값인 7%를 초과하여 11~13%에 분포하였

다. 따라서 단백질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6~18세의 단백질 AMDR(7~20%)과 다르게 10~20%로 설정하였다. 

  3) 6~8세 남자 및 여자 집단에서 리보플라빈의 EAR은 5th 백분위수 섭

취량보다 낮았으며, 그 외의 경우, 모든 영양소에서 EAR은 5th 백분위수 

섭취량보다 높았다. 각 집단별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의 5th 백분위수 섭취량이 EAR과 동일한 값을 갖도록 일상 섭취량 분

포를 이동하여 이동 후 분포의 중앙값인 목표중앙섭취량을 1일 영양소 

목표량으로 설정하였다.

  4) 전체적 확률접근법으로 계산한 철의 1일 영양소 목표량은 12~14세 

여자에서 20.5 mg, 15~17세 여자에서 20.7 mg이었다. 평균필요량 

cut-point 방법으로 계산한 1일 영양소 목표량에 비해 12~14세 여자에서 

1.7 mg, 15~17세 여자에서 4.3 mg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방법 간에 차

이가 있었다. 

  5) 1일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한 분포에서 상한섭취량 초과 섭취 위험

을 고려하기 위해 일상 섭취분포의 이동 후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

량과 UL을 비교한 결과, 비타민 A의 조정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은 

12~14세 여자, 15~17세 여자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서 UL을 초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6~8세 남자, 9~11세 남자 집단의 경우 조정

된 95th 백분위수 섭취량은 각각 UL의 약1.7배, 1.3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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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은 특정 형태나 특정 급원 식품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식이에 

대하여 측정되는 식이 섭취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

어, 비타민 A의 1일 영양소 목표량은 설정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6) 1일 영양소 목표량의 상한 범위는 설정하지 않았다. 비타민 A의 경

우, 섭취량이 EAR 미만으로부터 UL 초과까지 대상자별로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상한 목표중앙섭취량이 6~8세 남자, 여

자, 9~11세 남자, 여자, 12~14세 남자, 15~17세 남자 집단에서 목표중앙

섭취량 보다 낮았다. 비타민 C, 칼슘, 철의 상한 목표중앙섭취량은 목표

중앙섭취량보다 상당히 높은 값으로 나타나 보충제가 아닌 식이섭취로 

인한 비타민 C, 칼슘, 철 섭취량이 상한 목표중앙섭취량까지 근접할 가

능성은 거의 없었다. 

  7)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은 초등학교 1~3학년(6~8세), 초등

학교 4~6학년(9~11세), 중학교(12~14세), 고등학교(15~17세) 각각 남녀 총 

8개 집단별로 에너지,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단백질 에너지비율, 지방 에

너지비율에 대한 기준범위와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에 대한 기준량을 제시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제시

한 초등학교 1~3학년 남자, 여자, 초등학교 4~6학년 남자, 여자, 중학교 

남자, 여자, 고등학교 남자, 여자의 각 영양소에 대한 기준량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의 기준범위는 집단별로 각각 500~600, 400~500, 600~700, 

500~600, 800~900, 650~750, 900~1,000, 650~750 kcal로 설정하였고, 비타

민 A의 기준량은 각각 191, 161, 223, 193, 291, 254, 354, 265 ㎍ RE로 

설정하였으며, 리보플라빈의 기준량은 각각 0.37, 0.32, 0.48, 0.38, 0.61, 

0.50, 0.73, 0.55 mg으로 설정하였다. 비타민 C의 기준량은 각각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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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9.3, 31.8, 40.0, 40.7, 46.7, 41.9 mg으로, 칼슘의 기준량은 각각 

244, 235, 260, 250, 350, 319, 344, 306 mg으로, 철의 기준량은 각각 3.4, 

2.9, 4.0, 3.4, 5.7, 6.7, 6.3, 7.1 mg으로 설정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단백질 에너지비율, 지방 에너지비율의 기준범위는 모든 집단에서 각각 

55~65%, 10~20%, 15~30%로 동일하였다. 

  8)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서 에너지는 100 kcal 범위로 

설정하였으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서 에너지는 기준값의 ±10% 

범위로 설정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1~3학년 여자의 철, 초등학교 4~6학

년 남자의 칼슘, 초등학교 4~6학년 여자의 칼슘, 철의 경우, 개발한 기준

(안)의 기준량이 현재 기준의 기준량 보다 약간 낮았다. 그 외의 경우, 

모든 영양소에서 개발한 기준(안)의 기준량이 현재 기준의 기준량과 동

일하거나 높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타민 A의 1일 영양소 목표량은 UL을 초과하여 

섭취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비타민 A의 부족 섭취자 분율을 

5%로 최소화하도록 설정한 비타민 A의 1일 영양소 목표량을 그대로 사

용하였다. 한국인의 비타민 A 주요 급원 식품은 주로 베타-카로틴이 많

은 식물성 식품이었으며, 베타-카로틴은 피부 황색증 외에 인체에 독성

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비

타민 A의 UL은 독성을 나타내는 레티놀 값만이 아닌 전체 비타민 A에 

대하여 적용한 값이므로, 크게 과잉 섭취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6~8세 남자 및 여자 집단에서 리보플라빈을 부

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은 5% 미만이었으나 그 외의 경우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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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은 5%를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은 실제 대상자들의 영양소 부족 

섭취 대상자 분율이 5%가 되도록 설정한 영양소 목표량을 기초로 개발

되었으므로, 이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은 학교급식을 통하여 영양소

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을 5% 미만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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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적용

1. 서론

  학교급식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학교급식을 적절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중 하나가 학

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대상자의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현재 한국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3끼니 중 1끼니를 섭취한다는 

개념으로 모든 영양소에 대하여 1일 섭취 권장량의 1/3을 기준량으로 설

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 설정 방법은 해당되는 성별 및 

연령별 영양소 필요량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영양 섭취량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식단의 평균 영양공급량이 학교급

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을 충족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한 대상자의 위험을 간과할 수 있다.

  미국의학연구소(IOM, 2008)에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발에 사용한 

영양소 목표량은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으로 

설정한 영양소 목표량을 한국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에 적

용함으로써 대상자의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

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실제로 학교급식 식단에 적용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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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 학교급식 기존 

식단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영양공급량 및 다량영양

소 에너지섭취비율 충족 변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의 식단 구성 내용 비교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실제로 현장에

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시범적으로 적용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를 통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을 검토한다. 

  둘째, 사례 학교 학교급식 식단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기준량 충족 변화와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

용 전과 후의 학교급식 예시 식단 변화를 분석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안)을 학교급식 식단의 사례에 적용 한다.



- 122 -

2. 연구 방법

1)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

(1) 면담 조사 대상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현장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적

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5년 10월 1일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학교에

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집단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집단 면담 조사는 학교급식 식단 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초·중·고등

학교 영양교사 각 2명씩 총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의 숙련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장 적용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집단 면담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영양교사 모두 1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

지고 있었다. 집단 면담 조사에 참여한 영양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각 학

교의 성별 구성 형태의 경우, 5개 학교가 남녀공학교였으며, 1개 학교는 

남자중학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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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연령

(세)
직위

근무

경력

(년)

담당 

학교급

담당 학교 

형태

급식 

대상자 수

(명)

A 42 영양교사 18 초등학교 남녀공학교 580

B 43 영양교사 20 초등학교 남녀공학교 840

C 41 영양교사 18 중등학교 남녀공학교 550

D 42 영양교사 15 중등학교 남학교 635

E 43 영양교사 17 고등학교 남녀공학교 800

F 52 영양교사 28 고등학교 남녀공학교 1,350

표 5-1.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사항 

(2) 조사 내용 및 방법

  집단 면담 조사 전에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과 집단 면담 

조사 질문 구성 내용 자료를 조사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여 집단 면담 조

사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밀폐된 장소에서 6명의 영양교사를 대상

으로 집단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진행자 역할을 수행하였으

며, 보조 연구원 1명이 동석하여 약 2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연구 시작 

후 면담 조사 내용 녹취 전에 동의서와 일반적 정보의 설문지를 작성하

게 한 후 즉시 수거하였다(부록 1).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는 연구 수

행 전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 심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진

행되었다(IRB No. 1510/001-006).

  집단 면담 조사는 부록 2의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 프로토콜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방향이 약간 수정되어 집단 면담 조사

를 실시한 질문 구성 내용 전체를 연구 결과 분석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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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목 질문 내용

일반적 정보 (서면) - 이름, 나이, 근무처, 경력, 학교급식 대상자 수, 
연락처, 메일주소

현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 적용의 현황 (면담조사)

-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현재의 기준을 적용할 때 
기준량은 잘 충족되고 있는가?
- 현재의 기준이 아동의 실제 섭취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현재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때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현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면담조사)
: 기준의 적절성, 기준 
적용의 용이성, 기타

- 현장 전문가로서 현재의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장 전문가로서 현재의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의 수정사항 및 보완사
항 (면담조사)

- 개발한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때 현재의 기준에 
비하여 어떤 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개발한 기준의 강점, 약점)
- 개발한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단백질 범위지정 등)
- 개발한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추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표 5-2. 결과 분석에 사용한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 질문 구성 내용

본 연구의 결과 분석에 사용한 집단 면담 조사 질문 구성 내용은 표 5-2

와 같다. 결과 분석에 사용한 내용에는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적용

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장 적

용을 위한 적절성 검토,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

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집단 면담 조사를 마친 후, 정보가 누락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 연

구 결과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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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면담 조사를 진행하면서 면담 내용을 녹취하고, 추후 컴퓨터에 

직접 전사하여 자료로 만들었다. 녹취자료를 전사한 내용을 수차례 반복

하여 읽으면서 세부 주제별로 의미 있는 내용을 발췌하고 정리하여 결과

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집단 면담 조사를 진행한 연구자와 보조연구원이 검토

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수정 및 보완된 분석 결과를 연구에 참여한 

영양교사들에게 e-mail로 발송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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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사례 연구

(1) 사례 조사 대상

  2015년 10월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초·중·고 학교급별로 각 1개교

씩 총 3개교로부터 영양교사의 협조를 얻어 각 학교에서 제공되었던 학

교급식 식단의 식단명, 식재료, 1인 분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교마다 

봄(2015년 4월 3째주), 여름(2015년 7월 3째주), 가을(2014년 10월 3째주), 

겨울(2014년 12월 3째주) 각각의 1주일 식단을 수집하여 총 12주 분량의 

학교급식 식단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교 행사나 휴일 등으로 1주

일 5일의 식단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 전 주나 전전 주의 식단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 학교는 편의 추출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학교

는 모두 남녀공학이었다. 

  대상 학교 자체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별 

구성에 따라 해마다 새롭게 설정되므로, 성별 및 연령별 구성 비율이 동

일하다는 가정 하에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안)을 기초로 표 5-3과 같이 대상 학교 자체에 대한 각각의 기

준량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 현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은 RNI로 산출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으

며, 최소한 EAR로 산출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2007). 따라서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기준량은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RNI와 EAR을 기초로 2가지 기준량을 모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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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집단

에너지
탄수

화물

단백

질
지방

비타민

A

리보

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kcal)

(에너

지의 

%)

(에너

지의 

%)

(에너

지의 

%)

(㎍ 

RE)
(mg) (mg) (mg) (mg)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

으로부터 

산출한 

기준량

초등학교

(남녀공학)
559

55~

70

7~

20

15~

30

1551)

(108)2)
0.301)

(0.25)2)
21.71)

(15.9)2)
2511)

(184)2)
3.51)

(2.7)2)

중학교

(남녀공학)
734

2261)

(161)2)
0.451)

(0.39)2)
31.71)

(24.2)2)
3171)

(259)2)
4.01)

(3.0)2)

고등학교

(남녀공학)
784

2591)

(184)2)
0.501)

(0.42)2)
35.11)

(26.7)2)
3171)

(259)2)
5.41)

(4.0)2)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안)

으로부터 

산출한 

기준량

초등학교

(남녀공학)

550

(500~600)

55~

65

10~

20

15~

30

192 0.38 28.1 247 3.4

중학교

(남녀공학)

775

(725~825)
272 0.56 40.3 334 6.2

고등학교

(남녀공학)

825

(775~875)
309 0.64 44.3 325 6.7

표 5-3.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

로부터 산출한 사례 대상 학교 각각의 기준 

· 대상 학교가 남녀공학이므로 영양소의 기준량은 성 및 연령 구성이 동일하다

는 가정 하에 각 학교급에 포함되는 대상 집단별 영양소 기준량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에너지 기준은 에너지 

기준범위 중간값을 사용하였음

1)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을 기초로 산출한 기준량

2)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평균필요량을 기초로 산출한 기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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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내용 및 방법

① 식단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기준량 충족 

변화 사례 분석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은 식

단의 평균 1주일 영양공급량 및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을 각 기준의 기

준량에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집한 각 사례 학교별 사계절 식단

의 영양공급량을 분석하여 평균 1주일 영양공급량 및 다량영양소 에너지

비율을 사례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학교 학교급식 식단 영양공급량의 현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 각각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분석한 

영양소 종류는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

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이었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에너

지 기준량은 에너지 기준범위의 중간 값을 사용하였다. 현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비타민 및 무기질 기준량의 경

우, RNI와 EAR로 산출한 기준량에 대한 각각의 충족 비율을 분석하였

다. RNI와 EAR로 각각 산출한 2개의 기준량 중 RNI로 산출한 기준량이 

식단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기준량 충족 비

율 비교에 사용되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경우, 사례 학교의 1주일 식단 평균 다량영

양소 에너지비율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 각각의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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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범위에 대한 충족 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수집한 식단 영양공급량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 적용에 따른 충족 비율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 Excel 프로그램의 spreadsheets를 사용하였다.

②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적용 전과 후의 학교급식 예시 식단 비

교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사례 학교의 예시 식

단 구성 내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을 식단 작성에 사용하

였다. 에너지의 경우, 기준 범위가 사용되었다. 

  사례 학교 현장에서 제공되었던 계절별 학교급식 식단을 수집하여 개

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의 예시 식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집한 식단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을 충족하도록 예시 식단을 작성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안) 적용 후의 예시 식단으로 사용하였다. 적용 후 예시 식단

은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이 기준량을 충족하도록 작성하였다.

  식단 작성을 위해 사례 초·중·고등학교에서 제공되었던 각각의 1주

일씩 봄, 여름, 가을, 겨울 식단을 수집하여 식단, 식재료, 1인 분량을 수

정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식단, 식재료, 1인 분량을 최소한으로 수정하였

으며, 식단을 대체 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단 카드를 

사용하였다. 학교에서 제공되었던 식단을 최소한으로 수정하고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단 카드를 이용할 경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을 현장에 적용하여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식단 및 식단 카드 자

료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자세한 식단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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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식단 작성 방법 세부적인 식단 작성 방향

1
칼슘 기준량에 충족되도록 

식재료 및 식재료량 수정

◎ 수집한 식단에 매일 200ml 우유 1개를 제공하도

   록 수정

· 초등학교: 우유 제공량을 200ml로 수정

· 중학교: 

   - 우유를 제공하지 않는 식단의 경우, 우유 

     200ml를 제공하도록 추가

   - 칼슘 우유를 제공하는 식단의 경우, 칼슘우유

     를 제외하고, 우유 200ml를 제공하도록 수정

· 고등학교: 우유 200ml를 제공하도록 추가

◎ 칼슘강화찹쌀이 있을 경우, 칼슘강화찹쌀을 찹쌀

   로 수정

2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 에너

지섭취비율의 기준범위에 

충족되도록 식재료 및 식재

료량 수정

◎ 부족 및 과잉 영양소를 많이 함유한 식품의 

   식재료 및 식재료량을 수정

◎ 우선적으로 식재료 및 식재료량을 조절한 후, 

   대체 식단 사용

3

기타 미량영양소 기준량에 

충족되도록 식재료 및 식재

료량 수정

◎ 현미와 칠분도미를 제공하도록 수정

· 쌀을 칠분도미로 수정

· 곡류 중 현미와 칠분도미의 기본 제공 비율

   (수집한 식단의 비율을 최대한 사용)

   - 초등학교: 현미 5~17%, 칠분도미 56~72%  

   - 중학교: 현미 11~13%, 칠분도미 70~71%

   - 고등학교: 현미 11~21%, 칠분도미 54~73%

◎ 부족 및 과잉 영양소를 많이 함유한 식품의 

   식재료 및 식재료량을 수정

◎ 우선적으로 식재료 및 식재료량을 조절한 후, 

   대체 식단 사용

4

전체적으로 기준량을 충족

하도록 식재료 및 식재료량 

재수정

표 5-4. 식단 작성 절차 

성 절차는 표 5-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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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등학교 각 사례 학교별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 적용 전과 후의 사계절 예시 식단 구성 내용을 식단, 식재료, 1인분

량으로 제시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예시 

식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과 후에 대한 초등학교 봄, 여름, 중학교 가을, 고등학교 겨울 식단의 구

성 내용 비교표와 영양공급량 비교표를 제시하였다. 영양공급량 비교표

에는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기준을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안) 적용 전 기준으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

터 산출한 기준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으로 함께 제

시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한 식단을 작성하고,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의 수집한 식단에 대한 영양공급량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의 작성한 식단에 대한 영양

공급량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의 학교급식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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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에 대한 영양교사 의견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대

한 영양교사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영양교사 6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

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를 통하여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개선을 위한 제안

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다.

(1)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 및 개

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단백질 기준량에 비해 실제 섭취 요구가 높아 단백질 기준량에 

맞추어 식단을 작성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초등도 요즘은 단백질 선호도 고기 육류 선호도가 높아서 애들이 

단백질 (섭취량)이 높아요.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의) 퍼센테이지

가 높은 위치에 가있어. 항상. (B, 초등학교 영양교사)

  맞아요. 중학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더 먹지. 단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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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어줘야지 골격도 크게 되고 세포분열을 해서 성장이 가능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단백질 양을 좀 늘려줘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C, 중학교 영양교사)

  저도 주간계획 영양량에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 학교는 남자 

중학교이다 보니까 단백질량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단백질이 항

상 오버에요. 그래서 그것(단백질량)을 줄이다 보니까 원성이 생기

죠. (D, 중학교 영양교사)

  기호도 때문에 선생님 말씀처럼 주 4회 고기 이런 것처럼 거의 고

기가 빠지는 날이 없는 거예요. 단백질이 저희가 사실 제일 애로사

항이에요. (E, 고등학교 영양교사) 

  고등에서는 (단백질) 기준 영양량에 맞추다 보면 애들한테 원성들

을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양이 부족해서 (늘려야 하지만), 점검을 

받으려면 영양량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어려워요). (F, 고등학교 

영양교사)

  단백질의 기준량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은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 

실제 체위와 단백질 영양 섭취량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

작된다. 현재의 체위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기초 자료로 사

용하고, 실제 영양 섭취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량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Kim 등, 2015). 그러므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과 대상자의 영양 섭취량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

량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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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현장에서 식단을 계획할 때, 일상적인 식단으로 제공되는 칼슘

량이 기준량 미만으로 나타나 칼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

다. 

저도 (영양 기준량이) 맞춰져 있는 게 기본이니까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칼슘이 좀 어려운데 칼슘 우유를 먹으니까 초등이라 

그걸로 평균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B, 초등학교 영양교사)

초등은 괜찮죠. 우유를 넣으니까... 너무 (칼슘량이) 안 나올 때는, 

(우리 학교는) 우유를 선택으로 먹어서 한 45%정도 먹는데, 그럴 

때만 치즈 같은 것을 이용해서... (C, 중학교 영양교사)

그런데 (우유를) 전교생이 먹지 않는 한 그건 (문제가 되지)... 모든 

애가... 안 먹는건... (C, 중학교 영양교사)

저도 주간계획(을) 영양 (기준)량에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우유 

칼슘 쪽을 맞추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에서 끓이는 보리건새우나 멸치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칼슘량을 

맞추고 칼슘 찹쌀,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그걸로 맞추고... (D, 중학

교 영양교사)

(중학교도 문제가) 되죠. 칼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스는 무조

건 무과당 플레인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걸로 다 써요. 마요네즈는 

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D, 중학교 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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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량은 사실 새우나 멸치(를 많이 사용해요). 우유의 경우, 고등

학교는 또 우유를 안 먹잖아요... 초등학교는 (거의) 다 먹고, 중학

교는 먹는데도 있는데, 고등학교는 우유를 안 먹으니까 칼슘량을 

우유에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초등학교는 칼슘을 거의 우유에 의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이 들어간 칼슘강화눈쌀, 칼슘강화찹

쌀 이런 걸 이용하거나 멸치나 건보리새우 이런 걸 이용하는데 사

실 멸치나 건보리새우는 국물만 쓰지 건더기로 주는 게 아니잖아

요. 건더기를 먹어야 영양소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건데 다 건져서 

버리니까. 사실은 먹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칼슘양은 턱없이 실

제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E, 고등학교 영양교사).

칼슘량은 우유를 안 먹으니까 칼슘 찹쌀을 섞어서 어느 정도 맞추

는데... (F, 고등학교 영양교사)

  한국의 일상적인 식단만으로는 칼슘 기준량에 비해 부족한 칼슘을 충

족시키기 어려우며(이언경, 최영선, 배복선, 2011; 박미진, 김영남, 2015), 

칼슘 급원은 대부분 우유이기 때문에 우유 섭취 여부에 따라 칼슘 섭취

량이 크게 좌우된다(김태영, 김향숙, 2009; 박선희, 이경순, 최수경, 서정

숙, 2014). 우유급식의 경우, 학교급식 식단 작성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희망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섭취하고 있어 칼슘 기준량을 충족하

기 어려운 현황이었다. 

  학교급식 식단의 영양공급량이 칼슘 기준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

우, 칼슘이 강화된 칼슘강화눈쌀, 칼슘강화찹쌀을 사용하고 있었다. 영양

강화식품은 부족한 영양소를 본래의 색깔이나 풍미를 변화시키지 않고 

식품에 첨가함으로써 영양을 보강하는 수단으로(한국식품영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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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영양소 섭취 부족 집단의 영양보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욱희, 김을상, 유인실, 2002). 그러나 우리나라의 칼슘 강화는 국가영

양정책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라 식품 산업체의 마케팅 차원에서 미량 영

양소를 임의로 강화한 다양한 영양강화식품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김선효, 2011; 장순옥, 1998). 국내 시판 칼슘 강화식품의 칼슘 함량을 

분석한 연구에서 일부 식품의 경우 분석 값 오차의 범위가 66~344%로 

넓었으며(김욱희, 김을상, 2003), 칼슘을 무분별하게 강화하여 상한섭취량

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등 많은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장순옥, 1998) 학교

급식 식단에 영양강화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

이다. 그러므로 우유를 학교급식에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

  영양교사들은 집단 면담 조사를 통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서 에너지와 단백질의 경우 

특정 값보다는 범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근데 (특정 값을 기준으로 설정한 경우) 생각을 하면 너무 딱 요기

만 들어가라고 해놨기 때문에 사람이 워낙 차이점이 많고 이런 것

을 전혀 반영을 못하게...  (A, 초등학교 영양교사)

  (현재 식단을 작성할 때) 단백질은 퍼센트로만 나오니까 그거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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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점(기준 값)을 가지고 보지는 않아요. (A, 초등학교 영양교사)

  (현재 식단을 작성할 때) 단백질 기준 값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만... (C, 중학교 영양교사)

  범위로 지정을 하는 게 나아요... 선호도 높은 식단을 (작성)했을 

때 단백질이 훅 올라가잖아요. (C, 중학교 영양교사)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

트 범위 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범위로 설정하는 

게 좋죠)... (예로) 750 kcal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E, 고등학

교 영양교사)

  에너지는 그렇게 (범위로 지정) 하는 게 좋죠. (F, 고등학교 영양교

사)

  영양 기준량에 충족되면서 만족도가 높은 식단을 작성하고, 영양교사

의 식단 계획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단백질의 일정 값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범위를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에너지의 경우,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같

이 기준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탄수화

물, 단백질, 지방의 경우, 현장에서 탄력적인 식단 작성을 위해 에너지비

율 기준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형태로 섭취하게 되며, 탄수화물, 단

백질, 지방을 적절하지 못한 비율로 섭취하는 경우 만성 질환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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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IOM, 2006). 따라서 만성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탄수화물, 단

백질, 지방의 바람직한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칼슘 기준량은 식단만으로 충족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답하

였고, 칼슘 외의 영양소 기준량은 현장에 적용하기에 합리적 수준이라고 

답하였다. 

  칼슘이 지금 현 식사패턴을 보면 예전보다 아이들이 칼슘섭취가 

많잖아요. 치즈를 엄청 먹잖아. 피자에도 있지, 치즈도 엄청 좋아해

서 많이 먹는다고, 또 키 커야 된다고 엄마들이 우유를 집에서도 

엄청 먹이고, 그런 거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현 식사생활을 반

영하지 않으면 칼슘은 참 어렵고... (B, 초등학교 영양교사)

  저는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보니까... 저희 데이터 

쭉 주간 영양량이나 1일 영양량 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합리적이

에요. 에너지하고 단백질 이런 거는 합리적인데 역시 걸리는 게 칼

슘이에요. (D, 중학교 영양교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중학교 남자나 여자 애들의 

에너지 칼로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D, 중학교 영양교사)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에너지 기준량은) 낮아요. (여자중학

교 경우) 못해도 700 kcal 수준까지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D, 중학교 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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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저희 (남자 중)학교 (에너지 공급량)같은 경우는 787.97 

kcal인데, 제가 적어왔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죽 따져보면 여기에

서 10% 넘어가는 850 kcal, 이 정도가 거의 적정수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D, 중학교 영양교사)

  그렇게 따지면 중등에서는 칼슘량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라

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비타민 C

나 철은 적정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D, 중학교 영양교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서 남자 중학교의 경우) 철분

까지도 괜찮은데 칼슘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에너지 기준량이 현 학교급

식 영양관리기준의 에너지) 기준량에서 10% 정도 오버되어 있으니

까. 요(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에너지) 기준은 합리적

이고, 칼슘은 좀 맞추기 힘든데,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괜찮다는 생

각이 들었고... (D, 중학교 영양교사)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에너지 기준량 경우) 중학교, 고등학

교가 낮은 것 같아요. (E, 고등학교 영양교사)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에너지 기준량은 

실제 요구량에 비해 부족하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서 에

너지 기준량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재 

대상자들의 체위를 반영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에너

지 기준량은 현장에서 학교급식 식단에 적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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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칼슘 기준량은 현재 일상적인 학

교급식 식단만으로 충족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안)은 우유 섭취로 인한 칼슘 섭취량을 포함하여 설정한 것이므

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적절한 칼슘 기준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서 칼슘 이외의 영양소에 대한 기

준량은 현장에서 식단 작성 시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학교급식 식단에 우유를 포함한다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의 모든 영양소 기준량은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

다. 

(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개선을 위한 제안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에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개선을 위한 

여러 사항들이 제안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학교급식 대상 학생의 칼슘 섭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유

급식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지금 또 칼슘을 하면 항상 젤 먼저 떠오르는 게 우유인데, 우유(정

책)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B, 초등학교 영양교사)

  현실을 반영하려면 그런(우유 정책) 부분도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

야 할 것 같고, 그냥 단지 초등에서도 ‘우유 먹고 있으니까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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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유 먹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것들은 (학교급식

의 전체) 칼슘량만 맞추면 되니까 상관없다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B, 초등학교 영양교사)

  그러니까 칼슘(기준량 충족)에 대한 것은 다 ‘눈 가리고 아웅’이

라는 거야. 초·중·고가 다 어떻게 보면... (C, 중학교 영양교사)

  현재 한국의 우유급식은 학교급식과 별도로 희망 대상자에게만 제공되

고 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유 선택률은 각각 

81.8%, 37.6%, 24.9%로 나타났다(낙농진흥회, 2014).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학교급식을 통해 제공되는 영양량을 계산할 때, 우유 급식으로 인한 칼

슘 섭취량을 전체 대상 학생 수로 평균 내어 초·중·고 전체 대상 학생

이 각각 200ml 우유 한 개의 81.8%, 37.6%, 24.9%를 섭취한 것으로 간주

되고 있었다. 따라서 우유를 선택하지 않는 대상자의 칼슘 섭취 부족이 

간과될 수 있으며, 우유 선택률이 낮은 중·고등학교에서는 식단만으로 

칼슘 기준량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게 될 수 있었다. 우유급식을 학교급식

에 포함하여 모든 대상 학생들에게 매일 1개씩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

게 부족한 칼슘의 섭취를 증진시키고 실제적으로 모든 대상 학생의 칼슘 

기준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유 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특정 

식품군의 제공 횟수를 같이 제시하는 형태의 기준을 개발하면 더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그러나 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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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영양량 기준(영양소 기준량)을 하루 껄로 맞추고 이 안에서 공용

(공통적으로) 이런게(다양한 식품군을 제공하는 기준이) 1주간에 몇 

단위 이상은 들어가도록 해라 요렇게 (보완)하면 우리가 좀 더 잘 

하기가 좋지 않을까... (A, 초등학교 영양교사)

  저는 ...선생님에 한 표예요...아까 선생님이 보완으로 얘기 했던 게 

뭐 유제품이나 과일 같은 거... 주 몇 회 이렇게 제한을 주면 식단

을 짜면서 영양소 (기준량)도 맞추면서 그거(다양한 식품군 제공)를 

좀 더 충족할 수 있잖아요. (E, 고등학교 영양교사)

  몇 회 생선 넣고 과일 넣고 우유 넣으려면 당연히 단가가 더 올라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과일 자주 넣고 하려면 (단가가) 올라갈 수밖

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급식비를 그만큼 더 맞춰야 된다

는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있으니까... (E, 고등학교 영양교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은 영양소 기준이며, 영

양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과일 및 채소

의 섭취와 다른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섭취를 증진시키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School Food Trust, 2008; Haroun 등, 

2011). 다양한 식품군 제공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이 영양소 기준과 함

께 활용된다면 다양한 식품의 섭취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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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포함된 영양소 종류 이외의 

당, 나트륨의 기준량 포함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대답도 있었다. 

  차라리 당류는 없는데... 당류가 (기준에) 들어가서 그냥 물엿 넣고 

달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을 줄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을 하고... (A, 초등학교 영양교사)

  사실 이상적인 기준을 만들려면 나트륨도 넣고 당류도 넣고 다 넣

어서 기준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지...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많이 어렵지. (E, 고등학교 영양교사)

  미국이나 영국은 당, 나트륨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들을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에 포함하고 있었다(Education Regulations, 2013; USDA, 2012a).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수록 성분에는 당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농촌진흥청, 2011). 또한 학교급식에서 나트륨 제공량을 관

리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포함된 나트륨 양 외에 조리 시 첨가되는 나트

륨 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은미 등, 2010; 임현숙 등, 2013; 이휘재 등, 2010). 이

에 본 연구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는 당, 나트륨을 포함하지 못

하였다. 향후, 당, 나트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에 당, 나트륨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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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적용 사례

(1) 학교급식 식단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기

준량 충족 변화

  ① 사례 학교 학교급식 식단의 에너지 및 영양소 기준량 충족 변화 

  사례 학교 전체 학교급식 식단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각 기준량에 대

한 에너지,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충족 비율을 분석

한 결과는 그림 5-1과 같다.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기준량은 현 학

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서 제시한 RNI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초·중·고 사례 학교 전체에 대한 학교급식 식단 평균 영양공급량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은 칼슘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 및 영양소에서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A 가 132%로 가장 높았고, 비타민 C(124%), 철(124%), 

리보플라빈(110%), 에너지(105%), 칼슘(98%) 순으로 높았다. 개발한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의 경우,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을 제외한 영양소에서 100% 이

상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A 가 109%로 가장 높았고, 철(103%), 에너지

(102%), 비타민 C(97%), 칼슘(97%), 리보플라빈(87%)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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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에너지 

기준량은 에너지 기준범위의 중간 값을 사용하였음 (중간 값에 대한 

기준범위 내 비율: 91~109%)

·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기준량은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RNI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그림 5-1. 학교급식 식단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학교의 각 기준량에 대한 

에너지 및 영양소 충족 비율 비교_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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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량 충족 비율은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

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에너지 및 영양소에서 감소

하였다. 충족 비율이 가장 큰 차이로 감소한 영양소는 27% 감소한 비타

민 C였다.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철의 경우 각각 23%, 23%, 21%가 감소

되었으며, 에너지, 칼슘의 경우 각각 3%, 1%가 감소되었다.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각각 

124%, 110%, 98% 충족되던 비타민 C, 리보플라빈, 칼슘은 개발한 학교급

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 적용에 따라 

각각 97%, 87%, 97%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학교의 학교급

식 기존 식단을 통해 비타민 C, 리보플라빈,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은 각각 5%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급별 사례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식단 평균 영양공급량의 현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

한 대상 학교의 각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기준량은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RNI와 EAR을 사용하여 각 기준량에 대한 사례 학교의 학교급식 식단 

평균 영양공급량 충족 비율을 각각 계산하였다. 학교급식 식단 영양공급

량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각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의 RNI로부터 산출한 기준량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

터 산출한 기준량을 사용하였다. 

  학교급별 식단 영양공급량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

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의 경우, 사례 초등학교

에서는 모든 영양소에 대하여 100% 이상이었고, 사례 중학교에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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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영양소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대비 영양공급량 비율, %

RNI1)(EAR)2)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대비 
영양공급량 비율, %

초등학교

에너지 102 103

비타민 A 179(256) 144
리보플라빈 132(158) 104

비타민 C 139(190) 108
칼슘 125(170) 127

철 131(170) 135

중학교

에너지 105 99

비타민 A 117(164) 97
리보플라빈 106(122) 85

비타민 C 122(160) 96
칼슘 90(111) 86

철 129(172) 83

고등학교

에너지 108 102

비타민 A 101(142) 85
리보플라빈 93(111) 73

비타민 C 111(146) 88
칼슘 80(98) 78

철 111(149) 89

전체

에너지 105 102

비타민 A 132(188) 109
리보플라빈 110(130) 87

비타민 C 124(166) 97
칼슘 98(126) 97

철 124(164) 103

표 5-5. 학교급식 식단 평균 영양공급량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학교급별 대상 학교의 

각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 비교_사례 연구 

든 영양소에 대하여 100% 미만이었으며, 사례 고등학교에서는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 대하여 100% 미만이었다.

·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에너지 기준

값은 에너지 기준범위의 중간 값을 사용하였음 (중간 값에 대한 기준범위 내 

비율: 91~109%)

1)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대비 영

양공급량 비율

2)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평균필요량 대비 영

양공급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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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사례에서 식단 영양공급량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

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은 비타민 A(179%), 

비타민 C(139%), 리보플라빈(132%), 철(131%), 칼슘(125%), 에너지(102%) 

순으로 높았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은 비타민 A(144%), 철(135%), 칼슘

(127%), 비타민 C(108%), 리보플라빈(104%), 에너지(103%) 순으로 높았다. 

사례 초등학교 학교급식 식단 영양공급량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충족 

비율은 모든 에너지 및 영양소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사례의 경우, 식단 영양공급량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

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은 철(129%), 비타

민 C(122%), 비타민 A(117%), 리보플라빈(106%), 에너지(105%), 칼슘(90%) 

순으로 높았으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

상 학교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은 에너지(99%), 비타민 A(97%), 비타

민 C(96%), 칼슘(86%), 리보플라빈(85%), 철(83%) 순으로 높았다. 현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100% 이상 충

족되던 철, 비타민 C, 비타민 A, 리보플라빈, 에너지는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 적용에 따라 각각 

83%, 97%, 97%, 85%, 99%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충족되던 

칼슘은 86%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RNI에 대한 기준량을 권장하지만 최소 

EAR에 대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설정되어 있다(학교급식법 시

행규칙, 2007). 중학교 사례에서 칼슘은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RNI

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을 90% 충족하였지만, EAR로부터 산

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을 111%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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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식단은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최소 기준량 이상을 충족하고 있

었다.

  고등학교 사례에서 식단 영양공급량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

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은 비타민 C(111%), 

철(111%), 에너지(108%), 비타민 A(101%), 리보플라빈(93%), 칼슘(80%) 순

으로 높았으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은 에너지(102%), 철(89%), 비타민 

C(88%), 비타민 A(85%), 칼슘(78%), 리보플라빈(73%) 순으로 높았다.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100% 이

상 충족되던 비타민 C, 철, 에너지, 비타민 A는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 적용에 따라 각각 88%, 

89%, 102%, 85%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3%, 80% 충족되던 리

보플라빈, 칼슘은 각각 73%, 78%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고등학교에서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RNI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각각 93%, 80%를 충족하는 리보플라빈과 칼슘의 

경우, EAR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에 각각 111%, 98%를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학교급식 식단에서 리보플라빈은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최소 기준량 이상이었고 칼슘은 최소 기준량 보다 약간 

낮았다. 

  ② 사례 학교 학교급식 식단의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 기준범위 충족 

변화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탄수화물, 단

백질, 지방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각각 55~70%, 7~20%, 15~30%였으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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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각각 55~65%, 10~20%, 15~30%

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 식단을 분석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평균 에너지비율은 표 5-6과 같다.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

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 각각의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 기준범위와 학교

급식 식단의 평균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을 비교한 결과, 사례 분석한 

초·중·고등학교 식단 전체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비율 평균

이 각각 57%, 19%, 24%로 나타나 식단의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은 대상 

학교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으로부터 산출한 각각의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 기준범위 내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례 학교 식단의 평균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각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현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 

각각의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 기준범위 내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었

다. 초등학교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비율은 각각 55%, 19%, 

26%였고, 중학교는 각각 55%, 19%, 26%였으며, 고등학교는 각각 60%, 

19%, 22%였다. 그러므로 사례 학교 학교급식 식단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 

기준범위 적용에 따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비율 충족 여부 변

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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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영양소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에너지비율 

기준범위(%)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의 에너지비율 

기준범위(%)

사례 학교

학교급식 식단의

평균 

에너지비율(%)

초등학교

탄수화물 55~70 55~65 55.8

단백질 7~20 10~20 19.3

지방 15~30 15~30 25.3

중학교

탄수화물 55~70 55~65 55.0

단백질 7~20 10~20 18.8

지방 15~30 15~30 26.3

고등학교

탄수화물 55~70 55~65 60.0

단백질 7~20 10~20 18.8

지방 15~30 15~30 21.8

전체

탄수화물 55~70 55~65 56.9

단백질 7~20 10~20 18.9

지방 15~30 15~30 24.4

표 5-6.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및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으로부터 산출한 각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 기준범위와 수집한 학교

급식 식단의 평균 다량영양소 에너지비율 비교_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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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의 학교급식 예시 식

단 변화

  사례 학교 현장에서 제공되었던 계절별 학교급식 식단을 수집하여 개

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의 예시 식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집한 식단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학교의 기준량을 충족하도록 예시 식단을 작성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안) 적용 후의 예시 식단으로 사용하였다. 사례 초·중·고등

학교 각각의 1주일씩 봄, 여름, 가을, 겨울 식단에 대하여 식단명, 식재

료, 1인 분량을 수정하여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이 개발한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식단 작성 절차에 따라 사례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집한 예시 식단

에 200ml 백색 우유 1개를 매일 포함하여 식단을 수정하였다. 최소한의 

식재료량을 먼저 수정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

을 충족하도록 식단을 작성하였으며, 식재료 수정만으로 개발한 학교급

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각 학교에서 사용

하고 있는 식단카드의 식단으로 대체하였다. 

  결과로 제시한 식재료량은 비가식부를 포함한 양이다. 식단의 영양공

급량을 분석할 때에는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 폐기율을 고려

하였다. 폐기율이 잘못 표기된 사례 고등학교의 돼지고기, 닭가슴살, 닭

다리살은 폐기율을 모두 0%로 수정한 후,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 적용 전과 후의 예시 식단 영양공급량을 분석하였다. 개발한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하기 전과 후 사례 초·중·고등학교 예시 

식단의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은 부록 3과 같다. 

  본 연구의 학교급식 식단 수정에 있어서 예산 문제가 정확하게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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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소한의 수정으로 식단을 작성하였으며, 식재료 

대체 및 추가의 경우 가능한 한 현재 식단의 식재료와 동일한 가격 수준

의 식재료를 선택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의 초·중·고등학교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총 24주 분량의 예시 식단에 구성된 식단명, 

식재료명, 1인분량은 부록 4, 5, 6에 제시하였다.

  사례 초등학교의 경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함에 

따라 예시 식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례 중학교, 고등학

교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예시 식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사례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일상적인 식단 작성으로 기준량을 충족시키기 

가장 어려운 영양소는 철이었으며, 철 제공량 충족을 위해 식단의 변화

가 크게 나타났다.

  사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철 기준량인 4.0 mg, 5.4 mg에 비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철 기준량은 각각 6.2 mg, 6.7 mg를 제시하고 있어 철 기준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

교급식 식단 작성 시 항상 철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선택하여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철 기준량에 근사치로 충족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중·고등학교 자체의 남녀공학교 기준량은 성별 구성원이 동일하다는 가

정 하에 설정되었다. 따라서 월경 혈 손실로 인해 철 요구량이 높은 여

학생들이 각각 50%씩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 적용 후 식단 작성 시 철 기준량을 충족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여자중학교나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철 기준량이 남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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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기준량보다 더 높아져 학교급식 식단으로 철의 기준량을 충족하기

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식단에 철 밀도가 높은 식품을 

사용하고, 철 함유량이 많은 다양한 식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제공되었던 기존 식단을 최소한으로 수정

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충족하는 식단 예시를 작성하

였으므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단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작성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식

단 예시는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참

고 식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예

시 식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에 대한 초등학교 봄, 여름, 중학교 가을, 고등학교 겨울 8주 분

량의 예시 식단의 구성 내용 비교표와 영양공급량 비교표를 제시하고 분

석하였다.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기준량에 대하여는 RNI로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였다.

  ① 초등학교의 봄 예시 식단 사례 비교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의 초등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를 비교한 결과는 표 5-7과 같으며, 적용 전과 후의 초등학

교 학교급식 봄 식단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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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월 화 수 목 금

적용 전 

식단*

기장밥
쑥애탕국

건파래볶음1)

낙지떡볶음
총각김치

사과
우유

거피녹두밥
닭개장

돌나물오징어초무침
두부전
깍두기
배
우유

돼지고기덮밥
일식된장국
계란김말이1)

배추김치
감귤주스

우유

기장밥
색동조랭이떡국

조기구이
참나물양파무침

백김치
파인애플

우유

검정콩밥
건새우아욱국
돼지갈비구이
콩나물무침
배추김치
메론
우유

적용 후 

식단*

기장밥
쑥애탕국

콩나물잡채1)

낙지떡볶음
총각김치

사과
우유

거피녹두밥
닭개장

돌나물오징어초무침
두부전
깍두기
배
우유

돼지고기덮밥
일식된장국
알감자조림1)

배추김치
감귤주스

우유

기장밥
색동조랭이떡국

조기구이
참나물양파무침

백김치
파인애플

우유

검정콩밥
건새우아욱국
돼지갈비구이
콩나물무침
배추김치
메론
우유

수정 

내용 

및 

이유

(식재료)

·우유 식재료량 증가: 모
든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
한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오이 식재료량 증가: 비
타민 C 제공량 부족
·오징어 식재료량 감소: 
단백질 제공량 과잉
·우유 식재료량 증가: 모
든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
한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우유 식재료량 증가: 모
든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
한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조랭이떡 식재료량 증
가: 탄수화물 제공량 부족
·우유 식재료량 증가: 모
든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
한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우유 식재료량 증가: 모
든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
한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수정 

이유

(식단)

1) 비타민 C 제공량 부족 -
1) 단백질 제공량 과잉 및 
   탄수화물 제공량 부족

- -

표 5-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사례 비교_초등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 

· 적용 전 식단과 적용 후 식단의 변화를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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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양소

식단의 영양공급량
적용 전1) 
기준량

월 화 수 목 금 평균
적용 후2) 
기준량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

에너지(kcal) 596 564 606 508 512 557 559(503~615)
탄수화물(총 에너지의 %) 64 51 46 60 52 55 55~70

단백질(총 에너지의 %) 17 19 20 18 22 19 7~20
지방(총 에너지의 %) 20 30 34 22 25 26 15~30

비타민A(㎍ RE) 214 350 386 109 444 301 155(108)
리보플라빈(mg) 0.40 0.20 0.60 0.40 0.50 0.42 0.30(0.25)

비타민C(mg) 18.1 15.4 36.2 12.3 41.3 24.7 21.7(15.9)
칼슘(mg) 309 267 299 209 334 284 251(184)

철(mg) 4.0 3.7 5.3 3.1 3.9 4.0 3.5(2.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식단

에너지(kcal) 672 566 633 562 550 597 500~600

탄수화물(총 에너지의 %) 62 54 54 58 51 56 55~65
단백질(총 에너지의 %) 17 20 18 18 22 19 10~20

지방(총 에너지의 %) 20 26 28 23 27 25 15~30
비타민A(㎍ RE) 299 335 259 129 463 297 192

리보플라빈(mg) 0.50 0.40 0.60 0.50 0.60 0.52 0.38
비타민C(mg) 20.6 17.9 57.1 13.0 42.0 30.1 28.1

칼슘(mg) 375 331 359 283 408 351 247

철(mg) 4.3 3.1 4.9 3.3 4.0 3.9 3.4

표 5-8.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식단의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사례 비교_초등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 

1)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기준량, 적용 전 에너지 기준량은 ±10% 범위 내로 허용함, 적용 전 비타민 

및 무기질의 기준량은 RNI와 EAR에 대한 기준량을 제시하였음: RNI(EAR)

2)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기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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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 초등학교 식단의 1주

일 평균 영양공급량은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기준

량을 모든 영양소에서 충족하고 있었으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 적용 후 기준량을 비타민 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충족하고 

있었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의 초등학교 봄 식단에서 

우유 제공량은 우유를 희망하여 선택한 대상자들의 우유 총량을 전체 급

식대상자수로 나누어 평균한 양이었으므로 학교급식 식단에서 1인에 대

한 우유 제공량을 200ml 1개로 수정하였다. 우유 제공량이 증가됨으로써 

초등학교 봄 식단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

량에 대한 단백질 에너지비율이 기준범위를 초과하였고, 탄수화물 에너

지비율이 기준범위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우유 제공량이 증가됨으로써 

에너지 제공량이 증가하였으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량의 에너지 기준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초등학교 봄 식단에서 비

타민 C,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단백질 에너지비율의 제공량을 충족시키

기 위해 각각 오이 식재료량이 증가되었고, 조랭이떡 식재료량이 증가되

었으며, 오징어 식재료량이 감소되었다. 

  식재료량의 수정으로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량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일부 식단이 다른 

식단으로 대체 및 추가되었다. 비타민 C 제공량 증가를 위해 ‘건파래볶

음’이 ‘콩나물잡채’로 대체되었고,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제공량 증가 

및 단백질 에너지비율 제공량 감소를 위해 ‘계란김말이’가 ‘알감자조

림’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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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초등학교의 여름 예시 식단 사례 비교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의 초등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를 비교한 결과는 표 5-9와 같으며, 적용 전과 후의 초등

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5-10과 같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 초등학교 식단의 1주

일 평균 영양공급량은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기준

량을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충족하고 있었으며, 개발한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량을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

에서 충족하고 있었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의 초등학교 여름 식단에서 

모든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동일한 양의 우유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단에서 1인에 대한 우유 제공량을 200ml 1개로 수정하였다. 

  우유 제공량이 증가됨으로써 초등학교 여름 식단에서 단백질 에너지비

율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범위를 초과하였고, 

탄수화물 에너지비율이 기준범위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우유 제공

량 증가와 함께 식단의 에너지 제공량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 적용 후 에너지 기준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량 충족을 위해 일부 

식단이 다른 식단으로 대체 및 추가되었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 적용 후 식단에서 탄수화물 및 단백질 에너지비율의 제공량을 충

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여름 식단에서 각각 조랭이떡 식재료량이 증가

되었고, 닭고기, 두부 식재료량이 감소되었다. 또한, 탄수화물 에너지비

율의 제공량 증가를 위해 ‘메론’이 ‘콩찰떡’으로 대체되었고, 에너

지 제공량 감소를 위해 ‘자장면’이 ‘자장밥’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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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월 화 수 목 금

적용 전 

식단*

차수수밥
닭다리삼계탕
연근조림
콩나물무침
배추김치

수박
우유

혼합잡곡밥
두부찌개
가지볶음
돼지불고기
열무김치
메론1)

우유

자장면1)

단무지무침
비빔만두
레몬에이드

우유

발아현미밥
콩나물냉국

새송이파프리카볶음
마파두부
배추김치

포도
우유

옥수수밥
우렁된장국
녹차무쌈

오리훈제구이
배추김치
미숫가루
우유

적용 후 

식단*

차수수밥
닭다리삼계탕
연근조림
콩나물무침
배추김치

수박
우유

혼합잡곡밥
두부찌개
가지볶음
돼지불고기
열무김치
콩찰떡1)

우유

자장밥1)

단무지무침
비빔만두
레몬에이드

우유

발아현미밥
콩나물냉국

새송이파프리카볶음
마파두부
배추김치

포도
우유

옥수수밥
우렁된장국
녹차무쌈

오리훈제구이
배추김치
미숫가루
우유

수정 

내용 

및 

이유

(식재료)

·닭고기 식재료량 감소: 
단백질 제공량 과잉
·우유 식재료량 증가: 모
든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
한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두부 식재료량 감소: 단
백질 제공량 과잉
·우유 식재료량 증가: 모
든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
한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우유 식재료량 증가: 모
든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
한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두부, 돼지고기 식재료
량 감소: 단백질 제공량 
과잉
·우유 식재료량 증가: 모
든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
한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조랭이떡 식재료량 증
가: 탄수화물 제공량 부족
·우유 식재료량 증가: 모
든 학교급식 대상자에 대
한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수정 

이유

(식단)

- 1) 탄수화물 제공량 부족 1) 에너지 제공량 과잉 - -

표 5-9.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사례 비교_초등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 

· 적용 전 식단과 적용 후 식단의 변화를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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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양소

식단의 영양공급량
적용 전1) 
기준량

월 화 수 목 금 평균
적용 후2) 
기준량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

에너지(kcal) 623 552 825 537 585 624 559(503~615)
탄수화물(총 에너지의 %) 48 48 71 48 55 55 55~70

단백질(총 에너지의 %) 21 18 14 17 22 18 7~20
지방(총 에너지의 %) 31 34 16 36 23 27 15~30

비타민A(㎍ RE) 167 430 402 137 137 254 155(108)
리보플라빈(mg) 0.50 0.40 0.30 0.50 0.70 0.48 0.30(0.25)

비타민C(mg) 35.0 32.8 22.7 38.5 28.0 31.4 21.7(15.9)
칼슘(mg) 222 304 253 321 407 302 251(184)

철(mg) 3.5 4.3 5.3 4.2 4.0 4.3 3.5(2.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식단

에너지(kcal) 560 665 641 497 636 600 500~600

탄수화물(총 에너지의 %) 55 56 59 54 54 55 55~65
단백질(총 에너지의 %) 21 18 15 19 22 19 10~20

지방(총 에너지의 %) 25 27 26 28 25 26 15~30
비타민A(㎍ RE) 171 448 454 166 157 279 192

리보플라빈(mg) 0.60 0.60 0.60 0.60 0.80 0.64 0.38
비타민C(mg) 35.7 23.0 23.9 44.0 28.7 31.1 28.1

칼슘(mg) 293 385 320 390 481 374 247

철(mg) 3.3 4.1 3.7 4.1 4.1 3.9 3.4

표 5-10.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식단의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사례 비교_초등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 

1)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기준량, 적용 전 에너지 기준량은 ±10% 범위 내로 허용함, 적용 전 비타민 

및 무기질의 기준량은 RNI와 EAR에 대한 기준량을 제시하였음: RNI(EAR)

2)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기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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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학교의 가을 예시 식단 사례 비교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의 중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와 적용 전과 후의 중학교 가을 식단 1주일 평균 영양공

급량을 비교한 결과는 각각 표 5-11, 표 5-12와 같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 중학교 식단의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은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기준량을 

에너지,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에 대하여 충

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

준량을 에너지,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에 대하여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의 중학교 가을 식단에는 

우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칼슘 및 리보플라빈의 제공량 증가를 위

해 백색 우유 200ml 1개를 매일 제공하도록 학교급식 식단을 수정하였

다. 우유가 제공됨에 따라 중학교 가을 식단에서 에너지 제공량이 개발

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에너지 기준범위를 초과하였고, 

단백질 에너지비율이 기준범위를 초과하였으며, 탄수화물 에너지비율이 

기준범위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칼슘, 리보플라빈 제공량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량을 충족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중학교 가을 식단에서 철 

제공량 증가를 위해 백미가 칠분도미로 변경되었고, 탄수화물 에너지비

율 증가를 위해 곡류 식재료량이 증가되었으며, 비타민 C 제공량 증가를 

위해 아욱, 무, 양파, 애호박, 감자, 당근, 사과 등 채소류 식재료량이 증

가되었다. 또한, 철 제공량 증가를 위해 달걀, 왕우렁살, 건새우, 새우살, 

아몬드 식재료량이 증가되었으며, 단백질 에너지비율 감소를 위해 오징

어 식재료량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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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월 화 수 목 금

적용 전 

식단*

기장밥
아욱국

계란장조림
쇠고기낙지볶음

배추김치

찰보리밥
우렁된장찌개
도토리묵무침1)

LA갈비구이
배추김치

사과

해물카레라이스
수제요구르트1)

닭살아몬드튀김
깍두기

파인애플2)

녹두밥
닭개장1)

돼지고기피망볶음/녹차무
쌈2)

해물파전3)

깍두기

흑미밥
김치우동1)

건파래볶음2)

치킨오렌지탕수
총각김치
군고구마

적용 후 

식단*

기장밥
아욱국

계란장조림
쇠고기낙지볶음

배추김치
방울토마토1)

우유2)

찰보리밥
우렁된장찌개

김구이1)

LA갈비구이
배추김치

사과
우유2)

해물카레라이스
도라지오이생채1)

닭살아몬드튀김
깍두기

방울토마토2)

우유3)

녹두밥
김치우동1)

치즈돈가스/소스2)

바나나요거트샐러드3)

깍두기
우유4)

흑미밥
버섯매운탕1)

시금치무침2)

치킨오렌지탕수
총각김치
군고구마
우유3)

수정 

내용 

및 

이유

(식재료)

·백미를 칠분도미로 변
경: 철 제공량 부족
·곡류 식재료량 증가: 탄
수화물 제공량 부족 
·아욱 식재료량 증가: 비
타민 C 제공량 부족
·달걀 식재료량 증가: 철 
제공량 부족
·칼슘강화찹쌀을 찹쌀로 
변경: 영양강화식품 배제

·백미를 칠분도미로 변
경: 철 제공량 부족
·곡류 식재료량 증가: 탄
수화물 제공량 부족
·무, 양파, 애호박 식재
료량 증가: 비타민 C 제공
량 부족
·왕우렁살, 건새우 식재
료량 증가: 철 제공량 부
족
·사과 식재료량 증가: 비
타민 C 제공량 부족

·백미를 칠분도미로 변
경: 철 제공량 부족
·감자, 당근, 양파, 애호
박, 사과 식재료량 증가: 
비타민 C 제공량 부족
·오징어 식재료량 감소: 
단백질 제공량 과잉
·새우살, 아몬드 식재료
량 증가: 철 제공량 부족
·칼슘강화찹쌀을 찹쌀로 
대체: 영양강화식품 배제

·백미를 칠분도미로 변
경: 철 제공량 부족
·곡류 식재료량 증가: 탄
수화물 제공량 부족
·칼슘강화찹쌀을 찹쌀로 
대체: 영양강화식품 배제

·백미를 칠분도미로 변
경: 철 제공량 부족
·칼슘강화찹쌀을 찹쌀로 
대체: 영양강화식품 배제

수정 

이유

(식단)

1) 비타민 A 및 비타민 C 
   제공량 부족
2)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1) 철 제공량 부족
2)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1) 에너지 제공량 과잉 및 
   비타민 C 제공량 부족
2) 비타민 A 및 비타민 C 
   제공량 부족
3)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1) 단백질 제공량 과잉 및 
   탄수화물 제공량 부족 
2) 단백질 제공량 과잉 
3) 비타민 C 및 철 제공량 
   부족
4)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1) 에너지 제공량 감소 및 
   비타민 C 제공량 부족
2) 비타민 C 제공량 부족
3)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표 5-11.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사례 비교_중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

· 적용 전 식단과 적용 후 식단의 변화를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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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양소

식단의 영양공급량
적용 전1) 
기준량

월 화 수 목 금 평균
적용 후2) 
기준량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

에너지(kcal) 724 707 858 900 872 812 734(661~807)
탄수화물(총 에너지의 %) 46 53 62 42 63 53 55~70

단백질(총 에너지의 %) 21 19 19 22 19 20 7~20
지방(총 에너지의 %) 33 28 19 36 18 27 15~30

비타민A(㎍ RE) 516 125 181 189 195 241 226(161)
리보플라빈(mg) 0.50 0.40 0.50 0.50 0.30 0.44 0.45(0.39)

비타민C(mg) 26.2 20.6 26.4 35.9 41.8 30.2 31.7(24.2)
칼슘(mg) 348 206 362 197 228 268 317(259)

철(mg) 6.2 4.0 5.9 4.3 6.0 5.3 4.0(3.0)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식단

에너지(kcal) 743 847 878 798 851 823 725~825

탄수화물(총 에너지의 %) 55 50 60 68 67 60 55~65
단백질(총 에너지의 %) 22 20 19 15 21 19 10~20

지방(총 에너지의 %) 23 29 22 17 13 21 15~30
비타민A(㎍ RE) 771 148  491  180  509  420 272

리보플라빈(mg) 0.80 0.70  0.70  0.70  0.80  0.74 0.56
비타민C(mg) 42.9 23.9  40.5  30.5  64.6  40.5 40.3

칼슘(mg) 475 512  376  365  343  414 334

철(mg) 6.4 6.0  5.2  6.8  6.7  6.2 6.2

표 5-12.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식단의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사례 비교_중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 

1)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기준량, 적용 전 에너지 기준량은 ±10% 범위 내로 허용함, 적용 전 비타민 

및 무기질의 기준량은 RNI와 EAR에 대한 기준량을 제시하였음: RNI(EAR)

2)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기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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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량 충족을 위해 일부 

식단이 다른 식단으로 대체 및 추가되었다. 월요일 식단에서 비타민 A 

및 비타민 C 제공량 증가를 위해 방울토마토를 추가하였고, 화요일 식단

에서 철 제공량 증가를 위해 ‘도토리묵무침’이 ‘김구이’로 대체되었

다. 수요일 식단에서 에너지 제공량 감소 및 비타민 C 제공량 증가를 위

해 ‘수제요구르트’가 ‘도라지오이생채’로 대체되었으며, 비타민 A 

및 비타민 C 제공량 증가를 위해 ‘파인애플’이 ‘방울토마토’로 대

체되었다. 목요일 식단의 경우, 단백질 에너지비율 감소 및 탄수화물 에

너지비율 증가를 위해 ‘닭개장’이 ‘김치우동’으로 대체되었고, 단백

질 에너지비율 제공량 감소를 위해 ‘돼지고기피망볶음/녹차무쌈’이 

‘치즈돈가스/소스’로 대체되었으며, 비타민 C 및 철 제공량 증가를 위

해 ‘해물파전’이 ‘바나나요거트샐러드’로 대체되었다. 금요일 식단

에서는 에너지 제공량 감소 및 비타민 C 제공량 증가를 위해 ‘김치우

동’이 ‘버섯매운탕’으로 대체되었으며, 비타민 C 제공량 증가를 위해 

‘건파래 볶음’이 ‘시금치무침’으로 대체되었다. 

  중학교 식단에서 사용하고 있던 칼슘강화찹쌀은 학교급식 식단에서 영

양강화식품 사용을 배제하기 위해 찹쌀로 변경하였다. 영양강화식품은 

영양소 섭취 부족 집단의 영양보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김욱

희, 김을상, 유인실, 2002), 우리나라는 식품 산업체의 마케팅 차원에서 

미량 영양소를 임의로 강화한 다양한 영양강화식품을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으며(김선효, 2011; 장순옥, 1998), 국내 시판 일부 식품의 경우 분석 

값 오차의 범위가 넓었다(김욱희, 김을상, 2003). 따라서 학교급식 식단에 

영양강화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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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고등학교의 겨울 예시 식단 사례 비교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의 고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를 비교한 결과는 표 5-13과 같으며, 적용 전과 후의 고

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을 비교한 결과는 표 

5-14와 같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 고등학교 식단의 1주

일 평균 영양공급량은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기준

량을 비타민 A, 칼슘에 대하여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발한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량을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에 대하여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의 고등학교 겨울 식단에는 

우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칼슘 및 리보플라빈의 제공량 증가를 위

해 백색 우유 200ml 1개를 매일 제공하도록 학교급식 식단을 수정하였

다. 우유가 제공됨에 따라 고등학교 겨울 식단에서 에너지 제공량이 개

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에너지 기준범위를 초과하였고, 

단백질 에너지비율이 기준범위를 초과하였으며, 탄수화물 에너지비율이 

기준범위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칼슘, 리보플라빈 제공량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량을 충족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고등학교 겨울 식단에서 

철 제공량 증가를 위해 백미가 칠분도미로 변경되었다. 수요일 식단의 

경우, 탄수화물 제공량 증가를 위해 총 곡류 식재료량이 68g에서 97g으

로 크게 증가하였다. 탄수화물 제공량 증가를 위해 알감자 식재료량이 

증가되었고, 단백질 제공량 감소를 위해 고등어, 돼지등뼈 식재료량이 

감소되었으며, 철 제공량 증가를 위해 미역 식재료량이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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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월 화 수 목 금

적용 전 

식단*

현미밥
육개장

알감자고추장조림
고등어구이
배추김치

차수수밥
돼지등뼈소스찜

연두부찜
콩나물무침1)

배추김치

현미밥
쇠고기양송이죽1)

스파게티2)

마늘빵3)

배추김치
메론

혼합곡밥
시금치된장국
돈육사태떡찜1)

미역줄기볶음
배추김치

찰보리밥
두부새우젓찌개

파닭1)

무숙채나물2)

배추김치

적용 후 

식단*

현미밥
육개장

알감자고추장조림
고등어구이
배추김치
우유1)

차수수밥
돼지등뼈소스찜

연두부찜
시금치호두무침1)

배추김치
우유2)

현미밥
쇠고기무국1)

두부양념구이2)

도라지오이무침3)

배추김치
메론
우유4)

혼합곡밥
시금치된장국

쭈꾸미돈육볶음1)

미역줄기볶음
배추김치
우유2)

찰보리밥
두부새우젓찌개
치킨샐러드1)

메추리알장조림2)

배추김치
우유3)

수정 

내용 

및 

이유

(식재료)

·백미를 칠분도미로 변
경: 철 제공량 부족
·알감자 식재료량 증가: 
탄수화물 제공량 부족
·고등어 식재료량 감소: 
단백질 제공량 과잉 
·칼슘강화찹쌀을 찹쌀로 
대체: 영양강화식품 배제

·백미를 칠분도미로 변
경: 철 제공량 부족
·돼지등뼈 식재료량 감
소: 단백질 제공량 과잉
·칼슘강화찹쌀을 찹쌀로 
대체: 영양강화식품 배제

·백미를 칠분도미로 변
경: 철 제공량 부족
·곡류 식재료량 증가: 탄
수화물 제공량 부족
·칼슘강화찹쌀을 찹쌀로 
대체: 영양강화식품 배제

·백미를 칠분도미로 변
경: 철 제공량 부족
·미역 식재료량 증가: 철
제공량 부족 
·칼슘강화찹쌀을 찹쌀로 
대체: 영양강화식품 배제

·백미를 칠분도미로 변
경: 철 제공량 부족
·칼슘강화찹쌀을 찹쌀로 
대체: 영양강화식품 배제

수정 

이유

(식단)

1)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1) 철 제공량 부족
2)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1) 철 제공량 부족
2) 철 제공량 부족
3) 비타민 C 제공량 부족
4)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1) 에너지 및 단백질 제공
   량 과잉  
2)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1) 단백질 제공량 과잉 및 
   비타민 C 제공량 부족
2) 철 제공량 부족
3) 칼슘 및 리보플라빈 제
   공량 부족

표 5-1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사례 비교_고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 

· 적용 전 식단과 적용 후 식단의 변화를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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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양소

식단의 영양공급량
적용 전1) 
기준량

월 화 수 목 금 평균
적용 후2) 
기준량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

에너지(kcal) 801 685 842 825 820 794 784(706~862)
탄수화물(총 에너지의 %) 53 60 68 62 56 60 55~70

단백질(총 에너지의 %) 20 19 13 25 21 20 7~20
지방(총 에너지의 %) 27 21 19 13 23 21 15~30

비타민A(㎍ RE) 173 163 334 449 160 256 259(184)
리보플라빈(mg) 0.80 0.30  0.40 0.60 0.40  0.50 0.50(0.42)

비타민C(mg) 58.2 26.3  46.0 52.6 34.7  43.6 35.1(26.7)
칼슘(mg) 198 280  198 287 273  247 317(259)

철(mg) 5.4 5.5  5.4 6.2 5.3  5.6 5.4(4.0)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식단

에너지(kcal) 859 786 741 881 868 827 775~875

탄수화물(총 에너지의 %) 54 57 59 52 52 55 55~65
단백질(총 에너지의 %) 20 18 18 19 21 19 10~20

지방(총 에너지의 %) 26 26 23 29 28 26 15~30
비타민A(㎍ RE) 226 457 220 708 716 465 309

리보플라빈(mg) 1.00 0.70  0.60 0.90 1.10  0.86 0.64
비타민C(mg) 63.4 54.9  39.4 58.4 27.4  48.7 44.3

칼슘(mg) 324 431  474 431 400  412 325

철(mg) 5.8 6.8  6.4 7.2 7.6  6.8 6.7

표 5-14.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식단의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사례 비교_고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 

1)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으로부터 산출한 기준량, 적용 전 에너지 기준량은 ±10% 범위 내로 허용함, 적용 전 비타민 

및 무기질의 기준량은 RNI와 EAR에 대한 기준량을 제시하였음: RNI(EAR)

2)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기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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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기준량 충족을 위해 일부 

식단이 다른 식단으로 대체 및 추가되었다. 화요일 식단에서 철 제공량 

증가를 위해 ‘콩나물무침’이 ‘시금치호두무침’으로 대체되었고, 수

요일 식단에서 철 제공량 증가를 위해 ‘쇠고기양송이죽’이 ‘쇠고기무

국’으로, ‘스파게티’가 ‘두부양념구이’로 대체되었으며, 비타민 C 

제공량 증가를 위해 ‘마늘빵’이 ‘도라지오이무침’으로 대체되었다. 

목요일 식단의 경우, 에너지 및 단백질 에너지비율 제공량 감소를 위해 

‘돈육사태떡찜’이 ‘쭈꾸미돈육볶음’으로 대체되었다. 금요일 식단의 

경우, 단백질 제공량 감소 및 비타민 C 제공량 증가를 위해 ‘파닭’이 

‘치킨샐러드’로 대체되었으며, 철 제공량 증가를 위해 ‘무숙채나물’

이 ‘메추리알장조림’으로 대체되었다.

  고등학교 식단에서 사용하고 있던 칼슘강화찹쌀은 학교급식 식단에서 

영양강화식품 사용을 배제하기 위해 찹쌀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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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하기 위해 개

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학교급식 식단에 사례 적용하였다. 영양교

사 집단 면담조사를 통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수집한 학교급식 식단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기준량 충족 변화와 개발한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의 예시 식단 변화를 분석하여 학교급식 식

단 사례에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를 통하여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대

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대상자의 체위와 

실제 단백질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한 적절한 기준량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급식 식단만으로 칼슘 기준

량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유를 학교급식에 포함하여 제공하

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 결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에너지와 단백질

의 경우, 일정 값보다는 범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칼슘 기준량은 식단만으로 충족되

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그 외 영양소의 기준량은 합리적 수준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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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사항

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교급식 대상자의 칼슘 섭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우유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

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특정 식품군의 제공 횟수를 같이 제시하는 형태의 기준을 개

발하면 더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개발

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포함된 영양소 종류 이외에 당, 나트륨

의 기준량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4) 사례 학교에서 수집한 식단 영양공급량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의 에너지,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은 칼슘에서 98%였고, 그 외 모든 영양소에서 100% 이상이었

다. 그러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

율은 리보플라빈에서 87%, 비타민 C에서 97%, 칼슘에서 97%였고, 그 외 

모든 영양소에서 100% 이상이었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대한 학교급별 충족 비율의 경우, 사례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영양소에 

대하여 100% 이상이었고, 사례 중학교에서는 모든 영양소에 대하여 

100% 미만이었으며, 사례 고등학교에서는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

에 대하여 100% 미만이었다. 

  5) 사례 분석한 초·중·고등학교 식단 전체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비율 평균이 각각 57%, 19%, 24%로 나타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

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사례 학교 학교급식 식단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비율 충족 여부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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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식단을 비교한 결

과,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식단에서 적용 전 식단에 

비해 우유류, 곡류, 과일류, 채소류의 식재료 양은 증가되었고, 고기·생

선·계란·콩류의 식재료 양은 감소되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개발

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을 충족시키기 가장 어려운 영양

소는 철이었으며, 철의 기준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철 밀도가 높은 쇠고

기, 돼지고기, 메추리알, 왕우렁살, 건새우, 김, 칠분도미, 현미, 시금치, 

브로콜리, 바나나와 같은 식재료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칼슘 기준량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 기준량은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교급식 식단에 우유를 포함한다면 개발한 학

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모든 영양소 기준량은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

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례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기존 식단은 칼슘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을 충족하였으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함에 따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기준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학교급식 기존 식단을 통해 리보

플라빈, 비타민 C,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은 5%를 초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례 중·고등학교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예시 

식단은 철 제공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에

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중·고등학

교 자체의 남녀공학교 기준량은 성별 구성원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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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따라서 월경 혈 손실로 인해 철 요구량이 높은 여학생들이 각

각 50%씩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식단 작성 시 철 기준량을 충족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여자중학교나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철 기준량이 남녀공학교의 기준량보

다 더 높아져 학교급식 식단으로 철의 기준량을 충족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식단에 철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고, 철 

함유량이 많은 다양한 식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급식 예시 식단은 학교급식에서 제공되었던 

식단을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충족

하도록 작성되었다. 따라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하

여 식단을 작성할 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단 카드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예시 식단의 경우, 학교급식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식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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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학

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적인 섭취와 부족 및 과잉 섭취에 대한 현황

을 파악하였고,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으로 설정한 영양소 목표량을 적용

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는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안)을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

장 적용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학교급

식 식단의 사례에 적용하였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기초자료로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적인 섭취와 부족 및 과잉 섭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2012) 식품섭취조사 자료로부터 만 

6~17세의 일상 섭취량을 추정하였고,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섭취 상태를 초등학교 1~3학년(6~8세), 초

등학교 4~6학년(9~11세), 중학교(12~14세), 고등학교(15~17세) 각각의 남녀 

총 8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집단마다 상이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은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인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으며, 

탄수화물,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었다. 특히, 칼슘 섭취 부족 대

상자 분율이 집단에 따라 62~89% 범위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철의 경우, 섭취 부족 대상자 분율이 12~14세와 15~17세 여자 집

단에서 각각 46%, 5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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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에너지적정비율보다 과다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집단에 따라 

22~53% 범위로 다른 다량영양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나트륨을 과다

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은 집단에 따라 88~99% 범위로 모든 집단에

서 다른 영양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타민 A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집단에 따라 9~34% 범위로 부족

하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인 동시에 집단에 따라 1~20% 범위로 과다하

게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인 것으로 나타나 섭취량이 EAR 미만에서 UL 

초과까지 대상자별로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었다.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을 많

이 함유하고 있는 채소 및 과일의 섭취 증진을 위한 식단 변화, 접근의 

용이성, 영양 교육 등 다양한 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칼슘 섭취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는 우유 및 유제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칼슘 보완식품의 섭취를 통한 보

충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김태영, 김향숙, 2009; 박선희, 이경순, 최

수경, 서정숙, 2014). 철의 경우, 철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고(김천수, 

홍희옥, 이정숙, 김정윤, 맹원재, 2007), 철 함유량이 높은 식단을 개발하

여야 할 것이며, 월경 혈 손실로 철 섭취 요구량이 높은 12~14세 및 

15~17세 여자 집단에 대한 식단을 계획할 때 특히 철 섭취를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탄수화물의 경우, 총 에너지섭취량의 70% 이상을 탄수화물 형태로 섭

취하면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의 건강위험이 증가하므로(김은경, 이정숙, 

홍희옥, 유춘희, 2009; 문현경, 공정은, 2010; 서윤석, 박민선, 정영진, 

2004; 한국영양학회, 2015; 오경원, 남정모, 김초일, 이양자, 2004),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식단에서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을 감소시키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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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고 있는 나트륨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며(Strazzullo, D’Elia, 

Kandala, & Cappuccio, 2009), 신장질환, 골다공증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He & MacGregor, 2009). 따라서 시간을 두어 단계

적으로 나트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는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안)을 개발하기 위해 일상적인 섭취와 부족 및 과잉 섭취에 대한 

현황 자료를 기초로 목표중앙섭취량 방법으로 설정한 1일 영양소 목표량

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에 적용하였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는 본 연구에서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영양섭취 상태가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된 영양소를 포함하

였고, 식사 계획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에너지

비율을 추가하였다. 단, 나트륨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각 음식별

로 조리 시 첨가되는 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기준(안)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준(안)에서 

제외하였다. 인의 경우, 정상인들이 결핍 증세를 보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나 기준(안)에서 제외하였다. 

  선정한 9개 영양소에 대하여 1일 영양소 목표량을 설정하였다. 1일 영

양소 목표량은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5%가 되도록 

일상 섭취분포를 이동한 후, 이동 후 분포의 중앙값인 목표중앙섭취량을 

계산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타민 A의 1일 영양소 목표

량은 UL을 초과하여 섭취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비타민 A의 부족 섭취자 

분율을 5%로 최소화하도록 설정한 비타민 A의 1일 영양소 목표량을 그

대로 사용하였다. 한국인의 비타민 A 주요 급원 식품은 주로 베타-카로

틴이 많은 식물성 식품이었으며(염경진 등, 1992; 보건복지부, 2013), 베

타-카로틴은 피부 황색증 외에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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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Micozzi, Brown, Taylor, & Wolfe, 1988).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비타민 A의 UL은 독성을 나타내는 레티놀 값만이 아닌 전체 

비타민 A에 대하여 적용한 값이므로(보건복지부, 2013), 크게 과잉 섭취

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진다. 

  1일 영양소 목표량에 점심으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을 곱하여 학교급

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을 설정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안)은 초등학교 1~3학년(6~8세), 초등학교 4~6학년(9~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15~17세) 각각 남녀 총 8개 집단별로 에너지, 탄수화

물 에너지비율, 단백질 에너지비율, 지방 에너지비율에 대한 기준범위와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에 대한 기준량을 제시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제시한 초등학교 1~3학년 남자, 여

자, 초등학교 4~6학년 남자, 여자, 중학교 남자, 여자, 고등학교 남자, 여

자의 각 영양소에 대한 기준량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의 기준범위는 집

단별로 각각 500~600, 400~500, 600~700, 500~600, 800~900, 650~750, 

900~1,000, 650~750 kcal로 설정하였고, 비타민 A의 기준량은 각각 191, 

161, 223, 193, 291, 254, 354, 265 ㎍ RE로 설정하였으며, 리보플라빈의 

기준량은 각각 0.37, 0.32, 0.48, 0.38, 0.61, 0.50, 0.73, 0.55 mg으로 설정

하였다. 비타민 C의 기준량은 각각 25.4, 26.1, 29.3, 31.8, 40.0, 40.7, 

46.7, 41.9 mg으로, 칼슘의 기준량은 각각 244, 235, 260, 250, 350, 319, 

344, 306 mg으로, 철의 기준량은 각각 3.4, 2.9, 4.0, 3.4, 5.7, 6.7, 6.3, 7.1 

mg으로 설정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단백질 에너지비율, 지방 에

너지비율의 기준범위는 모든 집단에서 각각 55~65%, 10~20%, 15~30%로 

동일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에너지 기준범위는 현재 만 6~17

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위를 반영한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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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에너지필요추정량을 기초로 설정하였다.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의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55~70%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개

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탄수화물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동일한 55~65%로 설정하였다. 현 학

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 에너지비율 기준범위는 7~20%로 설정되

어 있었으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단백질 에너지비율 기

준범위는 만 6~17세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실제 단백질 에너지섭취비

율을 고려하여 10~20%로 설정하였다. 초등학교 1~3학년 여자 집단의 철, 

초등학교 4~6학년 남자 집단의 칼슘, 초등학교 4~6학년 여자 집단의 칼

슘, 철의 경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이 현 학교급

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보다 약간 낮았다. 그 외 집단의 비타민 및 무

기질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은 현 학교급식 영

양관리기준의 기준량보다 높았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

해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고, 사례로 수집한 학교급식 식

단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기준량 충족 변화

와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의 예시 식단 변화를 

분석하였다. 

  영양교사들은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대상자의 체위와 실제 단백

질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한 적절한 기준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학교급식 식단만으로 칼슘 기준량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유를 학교급식에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안)의 에너지와 단백질은 일정 값보다 범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하였으며, 칼슘을 제외한 각 영양소 기준량이 학교급식 식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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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발한 학

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칼슘 기준량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 기준량은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교급식 대상자의 칼슘 섭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

교급식에 우유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우유급식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기본으로 하

고 일부 특정 식품군의 제공 횟수를 같이 제시하는 형태의 기준을 개발

하면 더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포함된 영양소 종류 이외에 당, 나트륨의 

기준량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사례 식단의 기준량 

충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사례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집한 학교급식 

식단은 칼슘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

준량을 충족하였으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함에 따

라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기준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사례 학교

에서 수집한 식단 영양공급량의 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에너지, 비

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 철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은 칼

슘에서 98%였고, 그 외 모든 영양소에서 100% 이상이었다. 그러나 개발

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에 대한 충족 비율은 리보플라빈

에서 87%, 비타민 C에서 97%, 칼슘에서 97%였고, 그 외 모든 영양소에

서 100% 이상이었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대한 학교급별 충족 비율의 경우, 

사례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영양소에 대하여 100% 이상이었고, 사례 중

학교에서는 모든 영양소에 대하여 100% 미만이었으며, 사례 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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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 대하여 100% 미만이었다. 

  사례 학교별로 수집한 식단을 최소한으로 수정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충족하는 학교급식 예시 식단을 작성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 식단을 비교한 결과,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식단에서 적용 전 식단에 비해 우유류, 곡류, 

과일류, 채소류의 식재료 양은 증가되었고, 고기·생선·계란·콩류의 

식재료 양은 감소되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안)의 기준량을 충족시키기 가장 어려운 영양소는 철이었으며, 철

의 기준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철 밀도가 높은 쇠고기, 돼지고기, 메추리

알, 왕우렁살, 건새우, 김, 칠분도미, 현미, 시금치, 브로콜리, 바나나와 

같은 식재료가 사용되었다. 

  사례 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예시 식단은 

철 제공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

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으로부터 산출한 대상 중·고등학교 자체

의 남녀공학교 기준량은 성별 구성원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설정되었

다. 따라서 월경 혈 손실로 인해 철 요구량이 높은 여학생들이 각각 50%

씩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식단 작성 

시 철 기준량을 충족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여자중학교나 

여자고등학교의 경우, 철 기준량이 남녀공학교의 기준량보다 더 높아져 

학교급식 식단으로 철의 기준량을 충족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식단에 철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고, 철 함유량이 많

은 다양한 식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 예시 식단은 학교급식에서 제공되었던 식단을 최소한으로 수

정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충족하도록 작성되었다. 따

라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하여 식단을 작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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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단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예시 식단의 

경우, 학교급식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식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는 일상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중앙섭취량 방

법으로 설정한 영양소 목표량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적용하였

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은 학교급식을 통하여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

사 중 1일의 24시간 회상법 원시자료의 일상 섭취량 추정 자료는 2001년

과 2002년 자료에서 산출된 개인 내 변이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시간 차

이가 있음에도 개인 내 변이가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에 대한 한계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더욱 정확한 일상적인 섭취량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최소 2일 이상의 24시간 회상법 식품

섭취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장 적용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한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는 6명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기 때문에 전체 영양교사의 의견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수집한 학교급식 식단의 사례에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을 적용한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로부터 수집한 식단 자

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그

러나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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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수를 최소화하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각 학교에 적용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

식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급식법

에 명시된 기준량에 맞추어 학교급식 식단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므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 개정되어야 개

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각 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은 대상자의 체위, 영양 섭취량, 영양

문제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대상자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체위, 영양 섭취량, 영양 문제

를 고려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개발하였으나 대상자의 체위, 

영양 섭취량, 영양 문제와 같은 특성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

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은 대상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지속

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을 통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이 정기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한 학교

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 설정에 기초가 되는 2015년 한국인 영

양소 섭취기준은 대상자의 체위 및 영양소 필요량 변화에 따라 5년 마다 

개정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기준량은 최소 5년 마다 한 

번씩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개정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한 후에는 학교급식 영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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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준(안) 적용에 따른 대상자의 영양소 부족 및 과잉 섭취에 대한 평

가를 통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에게 제공된 식사량은 학교급식을 섭취할 때 조절될 수 있기 때문

에,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적용하여 계획한 학교급식 식단의 영양

공급량과 대상자의 실제 섭취량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 영

양 평가 결과를 통해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을 수정하고 

다시 학교급식 영양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대상자에게 적

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개선해 나

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학교급식은 어떻게 제공되고 어떻게 섭취되었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자료 수집이나 영양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

급식 식단의 영양공급량과 학교급식을 통한 영양 섭취량을 파악할 수 있

어야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기준량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에

서는 ‘학교급식 영양보고’를 통해 매년 2회 학교급식 영양 평가를 실

시하고 있으며(문부과학성, 2010), 미국에서는 ‘학교 영양 평가(School 

Nutrition Dietary Assessment)’를 통해 5~7년마다 학교급식 영양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USDA, 2012b).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학교급식 

영양 평가가 수행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는 당, 나트륨 기준량을 포함하

지 못하였다. 한국의 식품수급표 상 제시된 당류 공급양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며(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 및 청

소년의 나트륨 목표섭취량 초과 섭취 대상자 분율은 94%였다. 당, 나트

륨은 질병 유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정 수준으로 섭취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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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영국은 당, 나트륨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들

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포함하고 있었다(Education Regulations, 

2013; USDA, 2012a).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수록 

성분에는 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농촌진흥청, 2011), 교육행정정보시

스템에 각 음식별로 조리 시 첨가되는 당 및 나트륨 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안)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향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당, 나트륨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당 함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조리 시 첨가되는 당 및 나트륨 

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조리 시 첨가되는 당 

및 나트륨 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식단

의 정확한 레시피 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영양소 기준 이외에 식품군별 식품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포함된다면 다양한 식품의 섭취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영국,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에 식품군별 식품 제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학교위생법, 

2013; Education Regulations, 2014; USDA, 2012a), 본 연구의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에서도 식품군별 식품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

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영양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다는 강

점을 가지고 있으나 과일, 채소, 생선 등의 섭취와 다른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섭취를 증진시키기 어렵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School Food Trust, 2008; Haroun 등, 2011). 그러므로 학교급식 영양관

리기준에 영양소 기준과 함께 식품군별 식품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면, 학교급식을 통하여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

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식품의 섭취를 유도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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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향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에 식품군별 식품 제공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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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학교급식 영양(교)사)용 설명서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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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생들의 실제 섭취상태를 반영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을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에 적용 할 수 있는 학교급식 영양관리 기준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경력 5년 이상의 학교급식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

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

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실제 섭취상태를 반영하여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

준(안)이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5년 이상의 학교급식 현장 경험이 있는 영양(교)사 6명의 사람이 참여 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자료를 귀하에게 미리 제공할 것입니다. 자

료의 내용을 숙지한 후 귀하는 면담조사에 참여하여 현장 전문가로서 현재 및 개발

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를 포함한 5

년 이상 경력의 학교급식 현장 전문가 6명이 밀폐된 한 장소에서 집단으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입니다.

［IRB No. 1510/001-006］

연구참여자(학교급식 영양(교)사)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개발    
연구 책임자명 : 김미영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사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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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2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에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

공하는 정보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개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김미영 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

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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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미영                     전화번호: 010-7231-0322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

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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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  

   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

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

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

접적으로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이 연구 진행 중 면담 내용이 녹음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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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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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시
간

총
시
간

집단 면담 조사 진행 및 질문 기타사항

10

분

10

분

<도입>

- 연구소개 및 공지사항 안내

- 연구자 및 인터뷰 참가자 소개

-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10

분

20

분

<동의서 및 일반적 정보 작성>

- 연구적 윤리 및 동의서 설명

-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작성

- 이름, 나이, 근무처, 경력, 학교급식 대상자 수, 연락

  처, 메일주소

- 비밀 유지에 대한 설

  명 

- 연구 참여 중지 의사

  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음을 전달

  (서면 조사)

20

분

40

분

질문 1. 현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적용의 현황 

-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현재의 기준을 적용할 때 기

  준량은 잘 충족되고 있는가?

- 현재의 기준이 아동의 실제 섭취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현재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때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현재 기준의 현장 적

  용  현황 파악

  (면담 조사)

25

분

65

분

질문 2. 현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장 전문가로서 현재의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때 문

  제점은 무엇인가?

- 현장 전문가로서 현재의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

  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기준의 적절성, 

  기준 적용의 용이성, 

  기타 측면에서 고려

  (면담 조사)

20

분

85

분

질문 3.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현장에 적용하

       기 위해 적절한 형태의 선택

- 개발한 기준 중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기준은 어

  떤 형태인가?

  (영양소 기준 또는 영양소 기준과 식품 기준의 결합 

  형태 기준)

- 개발한 기준의 적절

  성, 기준 적용의 용이

  성, 기타 측면에서 고

  려하여 1개의 기준 선

  택

  (면담 조사)

25

분

110

분

질문 4. 개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수정사항 및 

       보완사항 (면담조사)

- 개발한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때 현재의 기준에 비하

  여 어떤 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 개발한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수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개발한 기준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추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개발한 기준의 강점, 

  약점 예측

- 개발한 기준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의견 

  도출

  (면담 조사)

10

분

120

분

<정리>

-면담 조사 내용 정리

- 도출된 의견 정리

- 추후 추가 조사 가능

  성 알림

영양교사 집단 면담 조사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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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적용 전과 후의 사례 학교 

학교급식 식단(예시)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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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적용 후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에너지(kcal) 500~600 557  624  560  534  597 600  587  588  

탄수화물(총 에너지의 %) 55~65 55 55 55 58 56 55  58  58

단백질(총 에너지의 %) 10~20 19 18 19 21 19  19 19  20

지방(총 에너지의 %) 15~30 26 27 26 22 25  26  23 22  

비타민A(㎍ RE) 192 301  254  249  303  297  279  210 310  

리보플라빈(mg) 0.38 0.42 0.48 0.32 0.36 0.52  0.64 0.56  0.56  

비타민C(mg) 28.1 24.7  31.4  27.9  37.0  30.1  31.1  30.9 38.3  

칼슘(mg) 247 284  302  377  290  351  374  413  368  

철분(mg) 3.4 4.0  4.3  6.0  4.1  3.9  3.9 5.4  4.2  

부록 표 3-1.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의 초등학교 학교급식 예시 식단 1주일 평균 영양공급

량 

1) 초등학교 사례 학교의 학교급식 사계절 식단(예시) 영양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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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적용 후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에너지(kcal) 725~825 726 780 812 760 824 825 823 823

탄수화물(총 에너지의 %) 55~65 52 55 53 60 56 58 60 59

단백질(총 에너지의 %) 10~20 19 20 20 16 19 20 19 18

지방(총 에너지의 %) 15~30 28 25 27 25 26 23 21 24

비타민A(㎍ RE) 272 271 212 241 334 380 344 420 446

리보플라빈(mg) 0.56 0.48 0.50 0.44 0.48 0.84 0.90 0.74 0.84

비타민C(mg) 40.3 37.8 44.0 30.2 43.2 41.6 44.1 40.5 41.4

칼슘(mg) 334 342.0 254 268 282 469 390 414 445

철분(mg) 6.2 5.2 4.9 5.3 5.2 6.2 6.2 6.2 6.2

부록 표 3-2.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의 중학교 학교급식 예시 식단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2) 중학교 사례 학교의 학교급식 사계절 식단(예시) 영양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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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적용 후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에너지(kcal) 775~875 854 877 849 794 874 875 864 827

탄수화물(총 에너지의 %) 55~65 59 58 63 60 55 57 55 55

단백질(총 에너지의 %) 10~20 18 18 19 20 18 18 19 19

지방(총 에너지의 %) 15~30 23 24 19 21 27 24 26 26

비타민A(㎍ RE) 309 274 290 228 256 430 477 329 465

리보플라빈(mg) 0.64 0.50 0.46 0.40 0.50 0.84 0.80 0.78 0.86

비타민C(mg) 44.3 36.5 41.0 35.0 43.6 46.0 46.6 44.3 48.7

칼슘(mg) 325 255 256 257 248 480 412 409 412

철분(mg) 6.7 6.5 6.4 5.4 5.6 6.8 7.0 6.7 6.8

부록 표 3-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과 후의 고등학교 학교급식 예시 식단 1주일 평균 영양공급량  

3) 고등학교 사례 학교의 학교급식 사계절 식단(예시) 영양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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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적용 전과 후의 사계절 

학교급식 식단 예시_초등학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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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기장밥　

기장 4.7

거피

녹두밥　

보리 1.6

돼지고기

덮밥　

보리 3.0

기장밥　

기장 4.7

검정콩밥　

현미 4.7

현미 9.3 현미 7.8 현미 9.3 현미 7.8 칠분도미 32.6

칠분도미 31.1 칠분도미 32.6 칠분도미 31.1 칠분도미 31.1 현미찹쌀 10.9

현미찹쌀 12.4 현미찹쌀 10.9 현미찹쌀 10.9 현미찹쌀 9.3 검정콩 3.1

쑥애탕국　

밀가루 4.7 녹두 1.6 전분 1.6

색동

조랭이

떡국　

조랭이떡

(당근)
12.4

건새우

아욱국　

아욱 25.6

두부 18.6

닭개장

당면 3.1 참깨 0.3
조랭이떡

(시금치)
10.9 파 0.9

마늘 0.9 고사리 3.9 고추 2.0
조랭이떡

(치자)
10.9 마늘 0.9

쑥 5.0 마늘 1.1 깻잎 1.6 파 1.6 멸치 3.0

양파 8.7 생강 0.5 당근 8.1 마늘 0.9 건새우 0.9

파 0.9 숙주나물 9.9 마늘 0.9 쇠고기 9.9 다시마 2.2

쇠고기 12.4 양파 4.3 생강 0.5 다시마 2.3 고추장 1.7

달걀 5.6 파 2.0 양배추 14.0 간장 1.6 된장 4.7

멸치 3.0 닭고기 38.8 양파 16.3 소금 0.5

콩나물

무침

참깨 0.2

참기름 0.2 간장 0.8 파 1.2 후추 0.01 고추  0.6

간장 0.8 고춧가루 0.6
느타리

버섯
6.1

참나물

양파무침　

설탕 1.0
콩나물 32.0

식초 1.0

소금 0.5 소금 0.9 돼지고기 59.0 참깨 0.3 실파 1.2

건파래

볶음　

설탕 1.0 후추 0.01 현미유 0.9 양파 3.3 마늘 0.6

참깨 0.5 참기름 0.5 참나물 18.0 참기름 0.3

파래 3.0 청주 0.9 파 0.6 고춧가루 0.5

들기름 0.5 간장 0.9 마늘 0.3 소금 0.6

현미유 2.0 고추장 7.0 고춧가루 0.5

소금 0.3 후추 0.01 소금 0.3

부록 표 4-1.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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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낙지떡

볶음

가래떡 38.8

돌나물

오징어

초무침

설탕 1.1

일식

된장국

두부 18.6

조기구이　

밀가루 4.7

돼지갈비

구이

가래떡 14.0

설탕 1.1 물엿 1.4 파 3.1 조기 50.0 설탕 0.6

물엿 2.0 참깨 0.3 마늘 0.6 현미유 4.7 물엿 2.5

당근 4.0 돌나물 2.0 멸치 2.3 청주 2.8 당근 4.4

마늘 0.8 마늘 0.9 다시마 0.8 소금 0.2 마늘 1.4

미나리 2.5 생강 0.3 된장 9.2 후추 0.01 브로콜리 3.0

양배추 5.0 오이 9.9 소금 0.3 백김치 백김치 31.1 생강 0.9

양파 8.7 파 1.1

계란

김말이

당근 4.0
파인애플 파인애플 31.1

양파 5.4
우유 우유 130.0

파 2.0 오징어 20.0 부추 1.1

　

파 0.9

낙지 43.5 고춧가루 0.5 파슬리 0.5 사과 5.1

콩기름 0.8 고추장 3.0 달걀 41.9
돼지고기 50.5

고춧가루 0.5 소금 0.2 김치 0.6

고추장 5.0

식초 1.1 콩기름 2.0 현미유 1.4

두부전

밀가루 6.1 소금 0.2 참기름 0.6

총각김치 총각김치 31.1 두부 40.4 　우유 우유 130.0 청주 1.1

사과 사과 45.0 당근 13.5 배추김치 배추김치 31.1 간장 4.5

우유 우유 130.0 마늘 0.5 감귤주스 주스 80.0 소금 0.2

양파 10.9 후추 0.01

파 0.5 배추김치 배추김치 30.1

달걀 8.4
메론 멜론 52.8

우유 우유 130.0

참기름 0.3

　

콩기름 5.0

소금 0.3

후추 0.01

깍두기 깍두기 31.1

배 배 66.8

우유 우유 121.7

부록 표 4-1.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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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기장밥
기장 4.7

거피

녹두밥

보리 1.6

돼지고기

덮밥　

　

　

보리 3.0

기장밥

기장 4.7

검정콩밥

현미 4.7

현미 9.3 현미 7.8 현미 9.3 현미 7.8 칠분도미 32.6

칠분도미 31.1 칠분도미 32.6 칠분도미 31.1 칠분도미 31.1 현미찹쌀 10.9

현미찹쌀 12.4 현미찹쌀 10.9 현미찹쌀 10.9 현미찹쌀 9.3 검정콩 3.1

쑥애탕국　

밀가루 4.7 녹두 1.6 전분 1.6

색동

조랭이

떡국

조랭이떡

(당근)
12.4

건새우

아욱국

아욱 25.6

두부 18.6

닭개장

당면 3.1 참깨 0.3
조랭이떡

(시금치)
13.5 파 0.9

마늘 0.9 고사리 3.9 고추 2.0
조랭이떡

(치자)
13.5 마늘 0.9

쑥 5.0 마늘 1.1 깻잎 1.6 파 1.6 멸치 3.0

양파 8.7 생강 0.5 당근 8.1 마늘 0.9 건새우 0.9

파 0.9 숙주나물 9.9 마늘 0.9 쇠고기 9.9 다시마 2.2

쇠고기 12.4 양파 4.3 생강 0.5 다시마 2.3 고추장 1.7

달걀 5.6 파 2.0 양배추 14.0 간장 1.6 된장 4.7

멸치 3.0 닭고기 38.8 양파 16.3 소금 0.5

콩나물

무침

참깨 0.2

참기름 0.2 간장 0.8 파 1.2 후추 0.01 고추  0.6

간장 0.8 고춧가루 0.6
느타리버

섯
6.1

참나물

양파무침　

설탕 1.0
콩나물 32.0

식초 1.0

소금 0.5 소금 0.9 돼지고기 59.0 참깨 0.3 실파 1.2

총각김치 총각김치 31.1 후추 0.01 현미유 1.0 양파 3.3 마늘 0.6

사과 사과 45.0

　

　

　

참기름 0.5 참나물 18.0 참기름 0.3

우유 우유 200.0 청주 0.9 파 0.6 고춧가루 0.5

　

　

　

간장 0.9 마늘 0.3 소금 0.6

고추장 7.0 고춧가루 0.5 　

　

　
후추 0.01 소금 0.3

부록 표 4-2.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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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낙지떡

볶음

가래떡 38.0

돌나물

오징어

초무침

설탕 1.1

일식

된장국

두부 18.6

조기구이

　

밀가루 4.7

돼지갈비

구이

가래떡 14.0

설탕 1.1 물엿 1.4 파 3.1 조기 50.0 설탕 0.6

물엿 2.0 참깨 0.3 마늘 0.6 현미유 1.0 물엿 2.5

당근 4.0 돌나물 2.0 멸치 2.3 청주 2.8 당근 4.4

마늘 0.8
마늘 0.9 다시마 0.8 소금 0.2 마늘 1.4

생강 0.3 된장 9.2 후추 0.01 브로콜리 3.0

미나리 2.5 오이 15.0 소금 0.3 백김치 백김치 31.1 생강 0.9

양배추 5.0 파 1.1

알감자

조림

간장 4.5 파인애플 파인애플 31.1 양파 5.4

양파 8.7 오징어 15.0 알감자 60.0 우유 우유 200.0 파 0.9

파 2.0 고춧가루 0.5 마늘 0.6 　 　 사과 5.1

낙지 43.5 고추장 3.0 물엿 4.3 　 　
돼지고기 50.5

현미유 0.8 소금 0.2 설탕 3.0 　 　

고춧가루 0.5 식초 1.1 참깨 0.3 　 　 현미유 1.0

고추장 5.0

두부전

밀가루 6.1 콩기름 1.0 　 　 참기름 0.6

콩나물

잡채 

간장 5.0 두부 40.4 우유 우유 200.0 　 　 청주 1.1

당근 5.0 당근 13.5 배추김치 배추김치 31.1 　 　 간장 4.5

당면 8.0 마늘 0.5 감귤주스 주스 80.0 　 　 소금 0.2

마늘 0.7 양파 10.9 　 　 후추 0.01

설탕 0.7 파 0.5 　 　 배추김치 배추김치 30.1

소금 0.5 달걀 8.4 　 　 　 　 메론 멜론 52.8

쇠고기 6.0 참기름 0.3 　 　 　 　 우유 우유 200.0

현미유 1.0 콩기름 1.0 　 　 　 　 　

양파 8.7 소금 0.3 　 　 　 　 　

참기름 0.3 후추 0.01 　 　 　 　 　

참깨 0.3 깍두기 깍두기 31.1 　 　 　 　 　

콩나물 18.0 배 배 66.8 　 　 　 　 　

실파 1.0 우유 우유 200.0 　 　 　 　 　 　 　 　 　

후추 0.01 　 　 　 　 　 　 　 　 　 　 　 　

부록 표 4-2.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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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차수수밥

차수수 3.2
혼합

잡곡밥

현미 9.6

자장면

중면 149.7
발아

현미밥

칠분도미 31.9

옥수수밥

보리 1.6

현미 9.6 칠분도미 31.9 전분 1.6 현미 11.2 현미 8.0

칠분도미 31.9 현미찹쌀 9.6 감자 20.1 발아현미 4.8 칠분도미 31.9

현미찹쌀 11.2 혼합잡곡 3.2 당근 20.1

콩나물

냉국

고추 0.2 현미찹쌀 11.2

닭다리

삼계탕

무 13.1

두부찌개

두부 23.9 양배추 10.0 양파 2.1 찰옥수수쌀 3.2

양파 4.7 풋고추  0.5 양파 10.0 콩나물 18.0

우렁

된장국

배추 19.9

파 8.0 홍고추  0.2 호박 20.1 실파 1.4 파 1.1

마늘 1.4 마늘 0.6 마늘 1.3 마늘 1.0 마늘 0.8

생강 0.5 무 15.0 생강 0.8 멸치 2.6 멸치 1.4

대추 1.6 쑥갓 2.1 돼지고기 11.9 다시마 1.0 논우렁이살 11.1

닭고기 111.5 파 1.0 자장소스 22.3 간장 1.0 건새우 0.5

청주 0.5 멸치 2.4

단무지

무침

참깨 0.5 소금 0.5 다시마 0.8

소금 0.5 다시마 2.4 단무지 32.2

새송이

파프리카

볶음

양파 5.0 고춧가루 0.3

후추 0.01 청주 0.3 실파 0.6
파프리카

(녹)
1.4 고추장 2.1

인삼 2.1 간장 0.6 마늘 0.6
파프리카

(적)
2.2 된장 6.9

황기 0.8 소금 0.5 참기름 0.5
파프리카

(주)
2.2 녹차무쌈 무쌈 22.3

　

후추 0.01 고춧가루 0.2
파프리카

(황)
2.2

　

　 　

새송이버

섯
20.1

햄 2.9

현미유 3.0

소금 0.3

부록 표 4-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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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연근조림

설탕 0.8

가지볶음

참깨 0.2

비빔만두

참깨 0.3

마파두부

옥수수통조림 4.8

오리훈제

구이

조랭이떡 15.9

물엿 5.1 가지 30.1 당근 4.9 전분 2.2 부추 4.9

참깨 0.8 당근 3.0 마늘 0.5 두부 54.1 양파 5.0

호두 1.8 마늘 0.6 양배추 3.0 고추 2.2 무 20.1

연근 20.1 양파 5.1 오이 4.9 파 1.6 오리고기 52.6

파 0.8 파 0.6 실파 0.3 피망(녹) 5.3
머스터드

소스
3.2

마늘 0.8 참기름 0.2 참기름 0.5 피망(적) 3.8 배추김치 배추김치 30.9

다시마 0.3 콩기름 2.1 고추장 4.9 마늘 1.6

미숫가루

미숫가루 11.2

참기름 0.8 굴소스 1.6 식초 0.6 생강 1.6 꿀 1.0

콩기름 8.1

돼지

불고기

설탕 0.5 만두 40.0 돼지고기 17.5 물엿 3.0

간장 4.5 물엿 4.5
레몬

에이드

레몬에이

드(음료)
100.0 쇠고기 3.0 우유 79.6

식초 0.8 참깨 0.5 우유 우유 130.0 콩기름 5.9 얼음 20.1

콩나물

무침

참깨 0.2 고추  1.1 청주 1.6 우유 우유 130.0

고추 0.6 당근 10.0 간장 5.3

콩나물 31.9 양파 10.0 토마토케첩 4.8

파 1.3 파 1.1 후추 0.8

마늘 0.6 생강 0.8 중화소스 1.1

참기름 0.3 돼지고기 60.1 배추김치 배추김치 30.9

고춧가루 0.5 참기름 0.6 포도 포도 65.0

소금 0.6 콩기름 3.3 우유 우유 130.0

배추김치 배추김치 29.4 청주 1.7

수박 수박 105.1 간장 1.6

우유 우유 130.0 고추가루 0.33

고추장 5.6

후추 0.01

열무김치 열무김치 31.9

메론 멜론 52.6

우유 우유 130.0

부록 표 4-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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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차수수밥

차수수 3.2
혼합

잡곡밥

현미 9.6

자장밥

현미 3.5
발아

현미밥

칠분도미 31.9

옥수수밥

보리 1.6

현미 9.6 칠분도미 31.9 칠분도미 43.6 현미 11.2 현미 8.0

칠분도미 31.9 현미찹쌀 9.6 현미찹쌀 9.5 발아현미 4.8 칠분도미 31.9

현미찹쌀 11.2 혼합잡곡 3.2 보리 1.9

콩나물

냉국

고추 0.2 현미찹쌀 11.2

닭다리

삼계탕

무 13.1

두부찌개

두부 19.0 감자 26.0 양파 2.1 찰옥수수쌀 3.2

양파 4.7 풋고추  0.5 당근 22.6 콩나물 18.0

우렁

된장국

배추 19.9

파 8.0 홍고추  0.2 양배추 11.3 실파 1.4 파 1.1

마늘 1.4 마늘 0.6 양파 12.3 마늘 1.0 마늘 0.8

생강 0.5 무 15.0 호박 22.4 멸치 2.6 멸치 1.4

대추 1.6 쑥갓 2.1 마늘 1.6 다시마 1.0 논우렁이살 11.1

닭고기 78.0 파 1.0 생강 1.0 간장 1.0 건새우 0.5

청주 0.5 멸치 2.4 돼지고기 12.6 소금 0.5 다시마 0.8

소금 0.5 다시마 2.4 자장소스 15.2

새송이

파프리카

볶음

양파 5.0 고춧가루 0.3

후추 0.01 청주 0.3 설탕 2.7
파프리카

(녹)
1.4 고추장 2.1

인삼 2.1 간장 0.6 쇠고기 11.4
파프리카

(적)
2.2 된장 6.9

황기 0.8 소금 0.5 콩기름 1.0
파프리카

(주)
2.2 녹차무쌈 무쌈 22.3

　

후추 0.01 표고버섯 7.0
파프리카

(황)
2.2

　

　
단무지

무침

참깨 0.5
새송이버

섯
20.1

단무지 32.2 햄 2.9

실파 0.6 현미유 1.0

마늘 0.6 소금 0.3

참기름 0.5

고춧가루 0.2

부록 표 4-4.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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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연근조림

설탕 0.8

가지볶음

참깨 0.2

비빔만두

참깨 0.3

마파두부

옥수수통조림 4.8

오리훈제

구이

조랭이떡 20.0

물엿 5.1 가지 30.1 당근 4.9 전분 2.2 부추 4.9

참깨 0.8 당근 3.0 마늘 0.5 두부 50.0 양파 5.0

호두 1.8 마늘 0.6 양배추 3.0 고추 2.2 무 20.1

연근 20.1 양파 5.1 오이 4.9 파 1.6 오리고기 52.6

파 0.8 파 0.6 실파 0.3 피망(녹) 5.3
머스터드

소스
3.2

마늘 0.8 참기름 0.2 참기름 0.5 피망(적) 3.8 배추김치 배추김치 30.9

다시마 0.3 콩기름 1.0 고추장 4.9 마늘 1.6

미숫가루

미숫가루 11.2

참기름 0.8 굴소스 1.6 식초 0.6 생강 1.6 꿀 1.0

콩기름 1.0

돼지

불고기

설탕 0.5 만두 40.0 돼지고기 10.0 물엿 3.0

간장 4.5 물엿 4.5
레몬

에이드

레몬에이

드(음료)
100.0 쇠고기 3.0 우유 79.6

식초 0.8 참깨 0.5 우유 우유 200.0 콩기름 1.0 얼음 20.1

콩나물

무침

참깨 0.2 고추  1.1 청주 1.6 우유 우유 200.0

고추 0.6 당근 10.0 간장 5.3

콩나물 31.9 양파 10.0 토마토케첩 4.8

실파 1.3 파 1.1 후추 0.8

마늘 0.6 생강 0.8 중화소스 1.1

참기름 0.3 돼지고기 60.1 배추김치 배추김치 30.9

고춧가루 0.5 참기름 0.6 포도 포도 65.0

소금 0.6 콩기름 1.0 우유 우유 200.0

배추김치 배추김치 29.4 청주 1.7

수박 수박 105.1 간장 1.6

우유 우유 200.0 고추가루 0.33

고추장 5.6

후추 0.01

열무김치 열무김치 31.9

콩찰떡 콩찰떡 50.0

우유 우유 200.0

부록 표 4-4.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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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강황쌀밥

현미 4.4

기장밥

기장 4.4

곤드레

나물밥

칠분도미 36.6

현미밥

현미 4.4

차조밥

현미 4.4

칠분도미 35.4 현미 2.9 현미찹쌀 9.4 칠분도미 36.6 칠분도미 35.1

현미찹쌀 10.3 칠분도미 36.6 참깨 0.4 현미찹쌀 14.6 현미찹쌀 11.7

강황쌀 4.4 현미찹쌀 11.7 곤드레 30.0

우렁

된장국

배추 19.9 차조 2.9

버섯

매운탕

밀가루 5.9

추어탕

배추 19.9 마늘 0.3 파 1.2

바지락

칼국수

칼국수 23.4

찹쌀가루 1.5 파 2.1 부추 1.9 마늘 0.7 풋고추 0.6

감자 9.9 마늘 0.9 쇠고기 4.4 멸치 2.9 홍고추 0.6

전분 1.5 멸치 2.2 다시마 0.2
논우렁이

살
11.4 당근 2.8

마늘 0.6 미꾸리 26.3 들기름 1.2 건새우 0.7 무 7.0

파 1.0 건새우 1.3 국간장 0.4 다시마 1.5 부추 2.1

애호박 3.1 다시마 1.0 간장 3.8 고춧가루 0.4 양파 7.0

느타리버

섯
12.0 고추장 2.1 고춧가루 0.2 고추장 2.1 파 1.3

새송이버

섯
5.9 된장 7.9

사골

우거지국

고사리 8.6 된장 4.5 애호박 9.8

멸치 2.1 소금 0.2 무시래기 1.9 녹차무쌈 무쌈 10.2 마늘 1.6

똧게 5.0

근대무침

참깨 0.3 배추 5.1 멸치 2.1

다시마 1.0 근대 24.0 숙주나물 8.6 바지락 29.2

간장 0.7 마늘 0.3 파 4.0 다시마 1.5

고춧가루 0.9 실파 0.6 마늘 1.2 청주 0.6

고추장 3.1 매실 0.2 달걀 6.7 소금 0.9

소금 0.7 참기름 0.3 멸치 1.2 후추 0.2

고춧가루 0.4 바지락 3.1

고추장 0.4 다시마 1.2

된장 1.0 간장 0.9

고춧가루 0.4

고추장 2.1

된장 6.1

부록 표 4-5.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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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사과오이

초무침

설탕 0.4

달걀채소

말이

당근 2.1
배추

겉절이

배추겉절

이
32.2

오리

불고기

고구마 14.3

삼치

유자청

조림

밀가루 2.9

참깨 0.3 양파 3.0

진미채

볶음

설탕 0.4 설탕 2.1 튀김가루 2.9

오이 15.9 햄 2.9 물엿 1.5 참깨 0.3 전분 1.5

사과 9.9 달걀 54.0 참깨 0.3 깻잎나물 2.1 설탕 0.1

고춧가루 0.3 현미유 4.0 마늘 0.2 당근 3.1 물엿 2.5

고추장 1.0 청주 0.3 매실 0.2 마늘 1.2 참깨 0.3

식초 1.5 소금 0.4 진미채 11.0 부추 4.0 생강 0.3

두부

떡갈비

빵가루 3.0 후추 0.2 현미유 1.0 생강 0.6 삼치 55.6

전분 1.0 배추김치 배추김치 28.4 참기름 0.3 양파 5.0 콩기름 2.9

두부 13.3 배 배 71.6 고추장 2.1 파 0.9 청주 0.7

마늘 0.3 우유 우유 121.8 우유 우유 121.8 오리고기 59.9 유자차 2.9

생강 0.3

　

김말이

튀김

김말이튀

김
50.0 청주 1.0 간장 0.3

양파 4.1

　

간장 0.3 소금 0.2

파슬리 0.2 고춧가루 1.0 후추 0.01

돼지고기 20.1 고추장 5.0

베이컨

감자조림

감자 45.0

쇠고기 15.0 후추 0.01 참깨 0.2

달걀 2.7

두부김치

두부 57.0 당근 5.0

현미유 4.0 참깨 0.2 양파 10.0

청주 1.0 김치 35.5 파 2.1

소금 0.3 양파 6.7 마늘 0.7

후추 0.2 파 0.6 베이컨 15.1

배추김치 배추김치 28.6 마늘 0.3 참기름 0.3

연시 감 84.1 생강 0.2 간장 3.1

우유 우유 121.8 참기름 0.2 섞박지 섞박지 29.2

　

콩기름 1.0 사과 사과 47.1

키위 키위 51.2 우유 우유 121.8

우유 우유 121.8 　

부록 표 4-5.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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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강황쌀밥

현미 4.4

기장밥

기장 4.4

곤드레

나물밥

칠분도미 36.6

현미밥

현미 4.4

차조밥

현미 4.4

칠분도미 35.4 현미 2.9 현미찹쌀 9.4 칠분도미 36.6 칠분도미 35.1

현미찹쌀 10.3 칠분도미 36.6 참깨 0.4 현미찹쌀 14.6 현미찹쌀 11.7

강황쌀 4.4 현미찹쌀 11.7 곤드레 30.0

우렁

된장국

배추 19.9 차조 2.9

버섯

매운탕

밀가루 5.9

추어탕

배추 19.9 마늘 0.3 파 1.2

바지락

칼국수

칼국수 23.4

찹쌀가루 1.5 파 2.1 부추 1.9 마늘 0.7 풋고추 0.6

감자 9.9 마늘 0.9 쇠고기 4.4 멸치 2.9 홍고추 0.6

전분 1.5 멸치 2.2 다시마 0.2
논우렁이

살
11.4 당근 2.8

마늘 0.6 미꾸리 26.3 들기름 1.2 건새우 0.7 무 7.0

파 1.0 건새우 1.3 국간장 0.4 다시마 1.5 부추 2.1

애호박 3.1 다시마 1.0 간장 3.8 고춧가루 0.4 양파 7.0

느타리버

섯
12.0 고추장 2.1 고춧가루 0.2 고추장 2.1 파 1.3

새송이버

섯
5.9 된장 7.9

사골

우거지국

고사리 8.6 된장 4.5 애호박 9.8

멸치 2.1 소금 0.2 무시래기 1.9 녹차무쌈 무쌈 10.2 마늘 1.6

꽃게 5.0

근대무침

참깨 0.3 배추 5.1 멸치 2.1

다시마 1.0 근대 24.0 숙주나물 8.6 바지락 29.2

간장 0.7 마늘 0.3 파 4.0 다시마 1.5

고춧가루 0.9 실파 0.6 마늘 1.2 청주 0.6

고추장 3.1 매실 0.2 달걀 6.7 소금 0.9

소금 0.7 참기름 0.3 멸치 1.2 후추 0.2

고춧가루 0.4 바지락 3.1

고추장 0.4 다시마 1.2

된장 1.0 간장 0.9

고춧가루 0.4

고추장 2.1

된장 6.1

부록 표 4-6.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 221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사과오이

초무침

설탕 0.4

고구마

돼지고기

강정

　

고추장 7.5
배추

겉절이
김치 32.2

오리

불고기

고구마 14.3

삼치

유자청

조림

밀가루 2.9

참깨 0.3 달걀(난백) 4.1

진미채

볶음

설탕 0.4 설탕 2.1 튀김가루 2.9

오이 15.9 돼지고기 28.0 물엿 1.5 참깨 0.3 전분 1.5

사과 9.9 마늘 1.0 참깨 0.3 깻잎나물 2.1 설탕 0.1

고춧가루 0.3 물엿 4.1 마늘 0.2 당근 3.1 물엿 2.5

고추장 1.0 설탕 2.8 매실 0.2 마늘 1.2 참깨 0.3

식초 1.5 양파 2.2 진미채 11.0 부추 4.0 생강 0.3

두부

떡갈비

빵가루 3.0 참깨 0.6 현미유 1.0 생강 0.6 삼치 55.6

전분 1.0 청주 1.0 참기름 0.3 양파 5.0 콩기름 1.0

두부 16.0 콩기름 1.0 고추장 2.1 파 0.9 청주 0.7

마늘 0.3 토마토케첩 4.7 우유 우유 200.0 오리고기 59.9 유자차 2.9

생강 0.3 튀김가루 28
김말이

튀김
김말이튀김 50.0 청주 1.0 간장 0.3

양파 6.0 실파 0.6 간장 0.3 소금 0.2

파슬리 0.2 후추 0.1 고춧가루 1.0 후추 0.01

돼지고기 17.0 배추김치 김치 28.4 고추장 5.0

베이컨

감자조림

감자 45.0

쇠고기 12.0 배 배 71.6 후추 0.01 참깨 0.2

달걀 2.7 우유 우유 200.0

두부김치

두부 57.0 당근 5.0

현미유 1.0 참깨 0.2 양파 10.0

청주 1.0 김치 35.5 파 2.1

소금 0.3 양파 6.7 마늘 0.7

후추 0.2 파 0.6 베이컨 15.1

배추김치 김치 28.6 마늘 0.3 참기름 0.3

연시 감 84.1 생강 0.2 간장 3.1

우유 우유 200.0 참기름 0.2 섞박지 섞박지 29.2

콩기름 1.0 사과 사과 47.1

키위 키위 51.2 우유 우유 200.0

우유 우유 200.0 　

부록 표 4-6.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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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현미

찹쌀밥

현미 4.4
현미

찹쌀밥

현미 4.4

황기닭죽

칠분도미 10.2

밤밥

현미 4.4

흑미밥

보리 1.5

칠분도미 35.1 칠분도미 36.6 찹쌀 20.5 칠분도미 35.1 현미 4.4

현미찹쌀 11.7 현미찹쌀 10.2 감자 5.6 현미찹쌀 10.2 칠분도미 35.1

돼지뼈

감자탕

감자 27.8

쇠고기

버섯국

마늘 0.7 당근 1.0 밤 4.4 현미찹쌀 11.7

들깨가루 1.5 무 15.1 부추 1.5

해물

된장찌개

두부 17.5 흑미 1.5

깻잎 1.2 파 1.0 생강 0.6 홍고추 0.7

조랭이

떡국

조랭이떡 49.7

얼갈이 10.1
느타리버

섯
5.0 파 2.1 풋고추 2.6 파 1.0

쑥갓 1.9 팽이버섯 7.3 마늘 1.3 무 12.0 마늘 0.4

양파 6.1 다시마 2.8 대추 1.5 파 0.7 쇠고기 7.3

파 1.3 국간장 0.9 닭고기 49.7 애호박 6.9 달걀 5.3

마늘 1.6 소금 0.6 소금 1.2 마늘 0.7 멸치 2.2

생강 0.9 후추 0.2 후추 0.2 팽이버섯 3.4 다시마 1.5

돼지등뼈 51.2 쇠고기 10.2 인삼 1.5 대구 10.2 참기름 0.3

다시마 0.9 멸치 2.2 황기 2.2 멸치 2.2 국간장 0.6

간장 1.2

골뱅이

오이무침

설탕 1.0 건새우 1.2 소금 1.0

고춧가루 0.9 참깨 0.3 바지락 4.4

상추

겉절이

설탕 1.0

고추장 0.9 마늘 0.4 새우살 7.3 상추 15.1

된장 4.8 양파 3.0 오징어 14.9 실파 1.0

정향분말 0.2 오이 10.2 다시마 1.5 마늘 0.4

후추 0.2 실파 0.7 고춧가루 0.3 참기름 0.3

시금치

무침

참깨 0.2 골뱅이 17.5 된장 4.7 간장 0.4

시금치 30.0 고춧가루 0.9 고춧가루 0.3

실파 0.9 고추장 3.2

마늘 0.9 식초 1.0

참기름 0.4

소금 0.9

부록 표 4-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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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뼈없는 

닭갈비　

가래떡 8.0

궁중

떡볶이

떡볶이떡 46.8

또띠아

피자

양파 10.0

근대무침

참깨 0.3 배추겉절이 배추겉절이 32.2

고구마 8.0 설탕 0.3
토마토페

이스트
4.4 근대 24.0

오리

불고기

설탕 2.1

설탕 0.7 물엿 1.0 청피망 5.0 마늘 0.3 참깨 0.3

참깨 0.3 참깨 0.4 홍피망 3.1 실파 0.6 깻잎나물 2.1

깻잎 2.1 당근 5.0
양송이버

섯
5.0 매실액 0.2 당근 3.1

당근 3.1 마늘 0.4 햄 4.4 참기름 0.3 마늘 1.2

양배추 9.1 양파 8.1
모짜렐라

치즈
8.8 된장 1.0 부추 4.0

양파 14.0 파프리카(주) 1.5
토마토케

첩
8.8

폭찹

밀가루 2.9 생강 0.4

파 2.1 파프리카(황) 1.5 또띠아 24.0 설탕 0.7 양파 5.0

마늘 0.9 파 0.7 나박김치 나박김치 39.5 마늘 0.7 실파 0.9

닭가슴살 27.8 파프리카(녹) 1.5 찐고구마 고구마 99.4 샐러리 2.9 오리고기 59.9

닭다리살 27.8 쇠고기 5.1 우유 우유 121.8 양파 10.0 청주 1.0

참기름 0.9 참기름 0.4 　 　 　 피망 9.9 간장 0.3

간장 0.4 간장 2.2
돼지고기(

등심)
48.3 고춧가루 1.0

고춧가루 0.7 후추 0.01 버터 1.3 고추장 5.0

고추장 7.0 배추김치 배추김치 28.4 콩기름 5.9 후추 0.01

맛술 1.5 단감 단감 49.7 청주 1.2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43.9

후추 0.01 우유 우유 97.7 식초 1.0 우유 우유 121.8

깍두기 깍두기 29.2 　 　 　 우스터소스 2.9 　 　 　

파인애플 파인애플 30.7 토마토케첩 8.8

우유 우유 97.7 핫소스 1.3

　 　 　 후추 0.2

백김치 백김치 29.2

　 　 　 　 　 　 　 　 　 우유 우유 97.7 　 　 　

부록 표 4-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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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현미

찹쌀밥

현미 4.4
현미

찹쌀밥

현미 4.4

황기닭죽

칠분도미 10.2

밤밥

현미 4.4

흑미밥

보리 1.5

칠분도미 35.1 칠분도미 36.6 찹쌀 20.5 칠분도미 35.1 현미 4.4

현미찹쌀 11.7 현미찹쌀 10.2 감자 5.6 현미찹쌀 10.2 칠분도미 35.1

돼지뼈

감자탕

감자 27.8

쇠고기

버섯국

마늘 0.7 당근 1.0 밤 4.4 현미찹쌀 11.7

들깨가루 1.5 무 15.1 부추 1.5

해물

된장찌개

두부 17.5 흑미 1.5

깻잎 1.2 파 1.0 생강 0.6 홍고추 0.7

조랭이

떡국

조랭이떡 49.7

얼갈이 10.1
느타리버

섯
5.0 파 2.1 풋고추 2.6 파 1.0

쑥갓 1.9 팽이버섯 7.3 마늘 1.3 무 12.0 마늘 0.4

양파 6.1 다시마 2.8 대추 1.5 파 0.7 쇠고기 7.3

파 1.3 국간장 0.9 닭고기 49.7 애호박 6.9 달걀 5.3

마늘 1.6 소금 0.6 소금 1.2 마늘 0.7 멸치 2.2

생강 0.9 후추 0.2 후추 0.2 팽이버섯 3.4 다시마 1.5

돼지등뼈 47.0 쇠고기 10.2 인삼 1.5 대구 10.2 참기름 0.3

다시마 0.9 멸치 2.2 황기 2.2 멸치 2.2 국간장 0.6

간장 1.2

골뱅이

오이무침

설탕 1.0 건새우 1.2 소금 1.0

고춧가루 0.9 참깨 0.3 바지락 4.4

상추

겉절이

설탕 1.0

고추장 0.9 마늘 0.4 새우살 7.3 상추 15.1

된장 4.8 양파 3.0 오징어 14.9 실파 1.0

정향분말 0.2 오이 10.2 다시마 1.5 마늘 0.4

후추 0.2 실파 0.7 고춧가루 0.3 참기름 0.3

시금치

무침

참깨 0.2 골뱅이 17.5 된장 4.7 간장 0.4

시금치 30.0 고춧가루 0.9 고춧가루 0.3

실파 0.9 고추장 3.2

마늘 0.9 식초 1.0

참기름 0.4

소금 0.9

부록 표 4-8.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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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뼈없는 

닭갈비　

가래떡 8.0

궁중

떡볶이

떡볶이떡 46.8

또띠아

피자

양파 10.0

근대무침

참깨 0.3 배추겉절이 배추겉절이 32.2

고구마 8.0 설탕 0.3
토마토페

이스트
4.4 근대 24.0

오리

불고기

설탕 2.1

설탕 0.7 물엿 1.0 청피망 5.0 마늘 0.3 참깨 0.3

참깨 0.3 참깨 0.4 홍피망 3.1 실파 0.6 깻잎나물 2.1

깻잎 2.1 당근 5.0
양송이버

섯
5.0 매실액 0.2 당근 3.1

당근 3.1 마늘 0.4 햄 4.4 참기름 0.3 마늘 1.2

양배추 9.1 양파 8.1
모짜렐라

치즈
8.8 된장 1.0 부추 4.0

양파 14.0 파프리카(주) 1.5
토마토케

첩
8.8

폭찹

밀가루 2.9 생강 0.4

파 2.1 파프리카(황) 1.5 또띠아 24.0 설탕 0.7 양파 5.0

마늘 0.9 파 0.7 나박김치 나박김치 39.5 마늘 0.7 실파 0.9

닭가슴살 27.8 파프리카(녹) 1.5 찐고구마 고구마 99.4 샐러리 2.9 오리고기 59.9

닭다리살 27.8 쇠고기 5.1 우유 우유 200.0 양파 10.0 청주 1.0

참기름 0.9 참기름 0.4 　 　 　 피망 9.9 간장 0.3

간장 0.4 간장 2.2
돼지고기

(등심)
45.0 고춧가루 1.0

고춧가루 0.7 후추 0.01 버터 1.3 고추장 5.0

고추장 7.0 배추김치 배추김치 28.4 콩기름 1.0 후추 0.01

맛술 1.5 단감 단감 49.7 청주 1.2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43.9

후추 0.01 우유 우유 200.0 식초 1.0 우유 우유 200.0

깍두기 깍두기 29.2 　 　 　 우스터소스 2.9 　 　 　

파인애플 파인애플 30.7 토마토케첩 8.8

우유 우유 200.0 핫소스 1.3

꿀떡　 꿀떡　 50.0　 후추 0.2

백김치 백김치 29.2

　 　 　 　 　 　 　 　 　 우유 우유 200.0 　 　 　

부록 표 4-8.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초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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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적용 전과 후의 사계절 

학교급식 식단 예시_중학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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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현미밥

쌀(백미) 69.3

서리태밥

쌀(백미) 63.9

새우

브로콜리

볶음밥

현미 32.8

옥수수밥

쌀(백미) 62.0

기장

현미밥

기장 1.8

찹쌀 10.9 찹쌀 10.9 쌀(백미) 32.8 찹쌀 10.9 현미 27.4

칼슘찹쌀 16.4 칼슘찹쌀 14.6 찹쌀 7.3 칼슘찹쌀 16.4 쌀(백미) 36.5

콩나물

무국

홍고추 0.5 대두 1.8 감자 16.4 옥수수 3.6 찹쌀 10.9

청고추 0.5

버섯

육개장

고사리 5.5 당근 9.1

설렁탕

당면 3.6 칼슘찹쌀 10.9

무 32.8 미나리 7.3 브로콜리 23.7 무 14.6

북어

계란국

두부 16.4

콩나물 18.2 숙주나물 14.6 양파 25.5 양파 0.9 청고추 0.5

실파 3.6 양파 12.8 호박 12.8 파 3.6 콩나물 14.6

마늘 0.7 파 7.3 햄 9.1 마늘 1.1 파 3.6

멸치 3.6 마늘 0.9 달걀 43.8 생강 0.4 마늘 0.7

건새우 0.5
애느타리

버섯
9.1 새우살 12.8 쇠고기 18.2 달걀 9.1

다시마 1.8 쇠고기 12.8 현미유 5.5 사골 3.6 멸치 1.8

간장 1.8 달걀 7.3 참기름 1.8
쇠고기 

잡뼈
9.1 북어채 1.3

새송이

비엔나

조림

물엿 3.6 멸치 3.6 소금 1.8 소금 1.8 건새우 0.5

청고추 0.9 다시마 1.8

미소

된장국

두부 10.9

올방개묵

무침

마늘 0.4 참기름 1.8

청피망 3.6 참기름 1.8 파 3.6 오이 12.8 간장 1.8

홍피망 3.6 콩기름 1.8 팽이버섯 12.8 실파 0.5 배추김치 배추김치 34.7

새송이버

섯
25.5 간장 3.6 멸치 1.8 김 0.4 바나나 바나나 107.7

비엔나소

시지
51.1 고춧가루 1.8 건새우 0.5 올방개묵 42.0

간장 3.6
소금 1.8

다시마 1.8

후추 0.01 된장 9.1

부록 표 5-1.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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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참치김치

볶음

설탕 1.8

알감자

꽈리고추

조림

알감자 76.6

호두

진미채

볶음

물엿 1.8

삼치

엿장조림

튀김가루 7.3

깻잎찜

설탕 1.8

김치 85.8 물엿 1.8 호두 3.6 설탕 1.8 홍고추 0.4

마늘 0.5 설탕 1.8 마늘 0.4 물엿 1.8 청고추 0.4

파 1.8 꽈리고추 1.8 오징어 12.8 참깨 0.4 깻잎 16.4

참치 21.9 파 0.7 콩기름 5.5 양파 0.9 마늘 0.5

참기름 1.8 마늘 0.9 간장 1.8 삼치 74.8 파 0.5

콩기름 9.1 콩기름 1.8 깍두기 깍두기 36.5 참기름 0.9
쇠고기 0.9

김구이 김 4.0 간장 5.5 참외 참외 73.0 콩기름 9.1

오리엔탈

파닭

치킨튀김

가루
14.6 간장 3.6 다시마 0.5

전분 7.3 고춧가루 0.4 참기름 1.8

물엿 5.5 고추장 1.8 간장 2.7

마늘 1.8 후추 0.2

닭야채

볶음　

감자 27.4

양파 7.3 깍두기 깍두기 36.5 물엿 1.8

파 20.1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54.7 설탕 3.6

닭고기 127.7 당근 5.5

콩기름 1.8 마늘 1.3

간장 7.3 양파 10.9

겨자 1.8 파 1.8

맛술 3.3 닭고기 120.4

소금 1.8 참기름 1.8

데리야끼

소스
14.6 청주 1.3

배추김치 배추김치 34.7 간장 3.6

고춧가루 1.8

고추장 9.1

소금 1.8

부록 표 5-1.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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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현미밥

칠분도미 62.0

서리태밥　

칠분도미 62.0

새우

브로콜리

볶음밥

현미 15.0

옥수수밥

칠분도미 62.0

기장

현미밥

기장 1.8

찹쌀 15.0 찹쌀 15.0 칠분도미 62.0 찹쌀 15.0 현미 10.0

현미 12.0
대두 1.8

찹쌀 15.0
옥수수 3.6

칠분도미 62.0
현미 10.0 현미 10.0

콩나물

무국

홍고추 0.5

버섯

육개장　

고사리 5.5 감자 16.4

설렁탕

당면 3.6 찹쌀 15.0

청고추 0.5 미나리 7.3 당근 9.1 무 14.6

북어

계란국　

두부 16.4

무 32.8 숙주나물 14.6 브로콜리 23.7 양파 0.9 청고추 0.5

콩나물 18.2 양파 12.8 양파 25.5 파 3.6 콩나물 14.6

파 3.6 파 7.3 호박 12.8 마늘 1.1 파 3.6

마늘 0.7 마늘 0.9 햄 9.1 생강 0.4 마늘 0.7

멸치 3.6
애느타리

버섯
9.1 달걀 43.8 쇠고기 18.2 달걀 9.1

건새우 0.5 쇠고기 15.0 새우살 12.8 사골 3.6 멸치 1.8

다시마 1.8 달걀 7.3 현미유 1.0
쇠고기 

잡뼈
9.1 북어채 3.0

간장 1.8 멸치 3.6 참기름 1.8 소금 1.8 건새우 1.0

새송이

비엔나

조림

물엿 3.6 다시마 1.8 소금 1.8

올방개묵

무침

마늘 0.4 참기름 1.8

청고추 0.9 참기름 1.8

미소

된장국

두부 10.9 오이 12.8 간장 1.8

청피망 7.0 콩기름 1.0 파 3.6 실파 0.5 배추김치 배추김치 34.7

홍피망 7.0 간장 3.6 팽이버섯 12.8 김 0.4 바나나 바나나 107.7

새송이버섯 25.5 고춧가루 1.8 멸치 1.8 올방개묵 42.0

비엔나소시

지
51.1 소금 1.8 건새우 0.5

　

간장 3.6 배추김치 배추김치 34.7 다시마 1.8

후추 0.01 우유 우유 200.0 된장 9.1

철판순대

볶음

가래떡 30.0

설탕 0.4

물엿 2.0

부록 표 5-2.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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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참치김치

볶음

설탕 1.8

알감자

꽈리고추

조림

알감자 76.6

철판순대

볶음　

참깨 0.4

카레

고등어  

구이　

빵가루 10.0

깻잎찜　

설탕 1.8

김치 89.0 물엿 1.8 깻잎나물 3.0 튀김가루 3.0 홍고추 0.4

마늘 0.5 설탕 1.8 당근 11.2 땅콩가루 1.5 청고추 0.4

파 1.8 꽈리고추 1.8 양배추 31.0 생강 0.6 깻잎 16.4

참치 21.9 파 0.7 양파 14.1 달걀 4.0 마늘 0.5

참기름 1.8 마늘 0.9 마늘 0.4 고등어 90.0 파 0.5

콩기름 1.0 콩기름 1.0 순대 90.0 콩기름 1.0 쇠고기 0.9

김구이　 김　 5.0 간장 5.5 다시마 0.3 간장 2.0 다시마 0.5

우유 우유 200.0　

오리엔탈

파닭　

치킨튀김

가루
14.6 참기름 0.4 카레가루 2.0 참기름 1.8

　

　

　

전분 7.3 간장 1.2 깍두기 깍두기 36.5 간장 2.7

물엿 5.5 고춧가루 0.4
방울토마

토

방울토마

토
54.7

쇠고기

장조림

물엿 4.0

마늘 1.8 고추장 10.0 우유 우유 200.0　 참깨 0.1

양파 7.3 깍두기 깍두기 36.5 청고추 1.1

파 20.1 참외 참외 73.0 양파 2.7

닭고기 127.7 우유 우유 200.0　 파 1.2

콩기름 1.0 마늘 0.6

간장 7.3 배 2.4

겨자 1.8 쇠고기 60.0

맛술 3.3 메추리알 40.0

소금 1.8 참기름 0.5

데리야끼

소스
14.6 콩기름 1.0

청주 2.5

간장 3.3

우유 우유 200.0

부록 표 5-2.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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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율무밥

쌀(백미) 85.8

흑미밥

현미 36.5

열무

비빔밥　　

보리 3.6

완두콩밥　

쌀(백미) 73.0
발아

현미밥　　

쌀(백미) 73.0

찹쌀 9.1 쌀(백미) 45.6 쌀(백미) 60.2
찹쌀 10.9

찹쌀 9.1

율무 5.5
찹쌀 9.1

찹쌀 10.9 칼슘찹쌀 7.3

닭곰탕　

밤 3.6 칼슘찹쌀 9.1 완두콩 1.8 발아현미 1.8

마늘 1.8 흑미 1.8 물엿 1.8

어묵

매운탕　

　

마늘 0.7

김치

만두국

김치 18.2

무 25.5

황태탕

무 21.9 참깨 0.1 무 27.4 마늘 0.9

생강 0.5 양파 5.5 당근 10.9 파 1.8 양파 5.5

양파 5.5 콩나물 18.2 생강 0.4 호박 3.6 파 3.6

파 3.6
파 1.8 양파 10.9 가다랭이 0.9 멸치 3.6

마늘 0.9 열무 43.8 멸치 1.8 된장 0.1

대추 0.9 황태 1.8 오이 23.7 어묵 18.2 소금 0.1

닭고기 62.0 새우젓 0.9 파 0.9 다시마 1.8 만두 60.2

청주 1.8 다시마 1.8 도라지 7.3 청주 1.3

닭볶음　

감자 27.4

소금 0.1 고춧가루 0.4 마늘 0.9 간장 1.8 설탕 1.8

후추 0.01

감자햄

볶음

감자 42.0 사과 3.6 고춧가루 0.1 물엿 3.6

인삼 0.9 참깨 0.5 쇠고기 5.5 소금 1.8 참깨 0.1

　

마늘 0.7 참기름 0.1

브로컬리

초회

설탕 0.1 당근 7.3

피망 5.5 콩기름 1.8 물엿 1.8 마늘 0.9

햄 45.6 탄산음료 2.7 참깨 0.1 생강 0.5

콩기름 7.3 청주 1.3 마늘 0.1 양파 7.3

후추 0.01 간장 1.8 브로콜리 65.7 파 1.8

고춧가루 0.01 실파 0.5 닭고기 142.3

고추장 16.4 마늘 0.5 청주 2.0

소금 1.8 탄산음료 2.7 간장 3.6

고추장 10.9 고춧가루 1.8

식초 0.1 고추장 9.1

소금 0.3

부록 표 5-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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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편육소스

조림

물엿 0.1

숭어

데리야끼

구이

참깨 0.1

실파

계란국

고추 1.3

돈육

파프리카

잡채

꽃빵 34.7

오이

갑장과

설탕 1.8

설탕 5.5 마늘 0.1 무 27.4 설탕 5.5 참깨 0.1

참깨 0.9 파 0.1 양파 3.6 당근 3.6 오이 42.0

마늘 1.8 숭어 60.2 실파 1.8 양파 16.4 파 0.1

생강 0.1 콩기름 9.1 마늘 0.5 파 0.1 마늘 0.5

양파 7.3 청주 0.1 달걀 14.6 파프리카(황) 7.3 표고버섯 1.8

파 1.8 간장 0.1 멸치 3.6 청피망 5.5 쇠고기 9.1

돼지고기(

사태)
127.7 후추 0.01 다시마 1.8 홍피망 7.3 참기름 0.1

청주 3.3 배추김치 배추김치 32.8 맛술 3.3 파 0.7 콩기름 3.6

간장 1.8
고칼슘

우유
우유 118.6 소금 1.8 마늘 1.8 청주 1.3

고추장 1.8 수박 수박 146.0

오징어링

튀김

튀김가루 10.9 생강 0.5 간장 1.8

된장 9.1

　

치킨튀김

가루
10.9 돼지고기 125.9 후추 0.01

우스터소스 0.1 설탕 1.8 콩기름 1.8 깍두기 깍두기 34.7

정향분말 0.01 양파 1.8 간장 9.1

　

　

데리야끼소

스
9.9 파슬리 0.01 후추 0.01

콩나물

부추무침

참깨 0.1 레몬 1.8 배추김치 배추김치 34.7

당근 1.8 오징어 76.6

　

부추 3.6 콩기름 5.5

콩나물 31.0 마요네즈 7.3

실파 0.5 머스터드

소스
3.6

마늘 0.5

참기름 1.8 배추김치 배추김치 32.8

고춧가루 0.5
고칼슘

우유
우유 118.6

소금 0.1 수박 수박 146.0

깍두기 깍두기 34.7
　

자두 자두 40.1

부록 표 5-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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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율무밥

칠분도미 62.0

흑미밥

현미 10.0

열무

비빔밥　　

보리 3.6

완두콩밥　

칠분도미 62.0
발아

현미밥　　

칠분도미 62.0

찹쌀 15.0
칠분도미 62.0 칠분도미 62.0 찹쌀 15.0

찹쌀 15.0

현미 10.0 발아현미 12.0

율무 2.0 찹쌀 15.0 찹쌀 17.0 현미 10.0

꽃게탕

마늘 1.0

바지락살

미역국

마늘 0.7 흑미 1.8 현미 13.0 완두콩 1.8 무 21.1

멸치 1.0

닭칼국수

칼국수면 37.0 물엿 1.8

애호박

감자국　　

감자 25.4 양파 10.9

바지락살 12.0 감자 12.3 참깨 0.1 마늘 1.9 파 3.7

미역 3.0 풋고추 0.6 당근 10.9 파 2.8 꽃게 80.0

참기름 0.4 홍고추 0.7 생강 0.4 애호박 20.5 미더덕 16.7

간장 3.0 당근 4.1 양파 10.9 표고버섯 4.7 오징어 8.0

소금 1.0 양파 7.7 열무 43.8 멸치 2.8 다시마 1.0

우유 우유 200.0 애호박 15.4 오이 23.7 다시마 1.9 고추가루 0.4

청양고추 0.9 파 0.9 된장 10.3 고추장 8.0

마늘 2.2 도라지 7.3

브로컬리

초회

설탕 0.1 된장 5.0

닭고기 60.0 마늘 0.9 물엿 1.8 소금 0.7

소금 1.5 사과 3.6 참깨 0.1

닭볶음　

감자 40.0

건파래

구이

설탕 2.0 쇠고기 5.5 마늘 0.1 설탕 1.8

참깨 0.3 참기름 0.1 브로콜리 82.0 물엿 3.6

건파래 5.5 콩기름 1.8 실파 0.5 참깨 0.1

참기름 0.7 탄산음료 2.7 마늘 0.5 당근 11.2

콩기름 0.5 청주 1.3 탄산음료 2.7 마늘 0.9

소금 1.0 간장 1.8 고추장 10.9 생강 0.5

고춧가루 0.01 식초 0.1 양파 16.3

고추장 16.4 파 1.8

소금 1.8 닭고기 142.3

청주 2.0

간장 3.6

고춧가루 1.8

고추장 9.1

소금 0.3

부록 표 5-4.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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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편육소스

조림

물엿 0.1

숭어

데리야끼

구이

　

참깨 0.1

실파

계란국

고추 1.3

돈육

파프리카

잡채/

꽃빵

꽃빵 40.0

오이

갑장과

설탕 1.8

설탕 5.5 마늘 0.1 무 27.4 설탕 5.5 참깨 0.1

참깨 0.9 파 0.1 양파 3.6 당근 3.6 오이 42.0

마늘 1.8 숭어 60.2 실파 1.8 양파 27.2 파 0.1

생강 0.1 콩기름 1.0 마늘 0.5 파 0.1 마늘 0.5

양파 7.3 청주 0.1 달걀 20.0
파프리카

(황)
7.3 표고버섯 1.8

파 1.8 간장 0.1 멸치 3.6 청피망 11.5 쇠고기 20.0

돼지고기(

사태)
127.7 후추 0.01 다시마 1.8 홍피망 11.5 참기름 0.1

청주 3.3 배추김치 배추김치 32.8 맛술 3.3 파 0.7 콩기름 1.0

간장 1.8 우유 우유 200.0 소금 1.8 마늘 1.8 청주 1.3

고추장 1.8 인절미 인절미 50.0

군만두/

양념장

설탕 0.9 생강 0.5 간장 1.8

된장 9.1 참깨 0.3 돼지고기 100.0 후추 0.01

우스터소스 0.1 마늘 0.5 콩기름 1.0 깍두기 깍두기 34.7

정향분말 0.01 실파 3.8 간장 9.1 우유 우유 200.0

데리야끼소

스
9.9 참기름 0.3 후추 0.01

콩나물

부추무침

참깨 0.1 콩기름 1.0 배추김치 배추김치 34.7

당근 1.8 간장 6.5 우유 우유 200.0

부추 7.0 군만두 80.0

콩나물 31.0 깻잎김치 깻잎김치 20.0

실파 0.5 우유 우유 200.0

마늘 0.5 바나나 바나나 100.0

참기름 1.8

고춧가루 0.5

소금 0.1

깍두기 깍두기 34.7

자두 자두 40.1

부록 표 5-4.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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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기장밥

기장 1.6

찰보리밥

보리 3.1

해물카레

라이스

쌀(백미) 62.9

녹두밥

쌀(백미) 62.9

흑미밥

쌀(백미) 31.4

쌀(백미) 31.4
쌀(백미) 62.9

찹쌀 15.7 찹쌀 11.0 현미 31.4

현미 31.4 칼슘찹쌀 15.7 칼슘찹쌀 9.4 찹쌀 11.0

찹쌀 11.0 찹쌀 12.6 감자 15.7 녹두 1.6 칼슘찹쌀 11.0

칼슘찹쌀 11.0

우렁

된장찌개

두부 9.4 당근 7.9

닭개장

고사리 3.1 흑미 1.6

아욱국

마늘 0.9 홍고추 0.5 양파 18.9 고추장 0.5

김치우동

우동사리 56.6

아욱 25.2 청고추 0.6 피망 7.9 마늘 1.6 김치 12.6

파 3.1 무 11.0 애호박 9.4 배추 22.0 무 11.0

멸치 2.4 양파 7.9 양송이버섯 6.3 생강 0.5 쑥갓 3.1

건새우 3.1 파 3.1 사과 4.7 숙주나물 6.3 양파 6.3

다시마 1.6 애호박 7.9 새우살 3.1 양파 15.7 파 4.7

고춧가루 0.1 마늘 0.9 오징어 39.3 파 7.9 마늘 0.8

된장 12.6 팽이버섯 7.9 카레소스 17.3
느타리버

섯
3.1 팽이버섯 4.7

계란

장조림

물엿 1.6 멸치 1.6

수제

요구르트

꿀 1.6
새송이버

섯
1.6 가다랭이 0.5

설탕 3.1 왕우렁살 7.9 설탕 11.0 닭고기 50.3 멸치 0.8

참깨 0.1 건새우 0.5 아몬드 1.6 멸치 0.8 어묵 12.6

생강 0.5 다시마 3.1 포도 7.9 다시마 0.8 다시마 0.8

마늘 0.5 고춧가루 0.1 우유 72.3 참기름 0.1 간장 3.1

달걀 58.2 고추장 1.6 요구르트 7.9 간장 3.1 소금 0.8

청주 1.1 된장 9.4 고춧가루 1.6

건파래

볶음

　

설탕 1.6

간장 4.7 사과 사과 67.6 소금 0.1 참깨 0.1

　

후추 0.01 파래 3.6

깍두기 깍두기 39.3 참기름 1.6

콩기름 3.1

소금 0.1

부록 표 5-5.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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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쇠고기

낙지몪음

설탕 4.7

도토리묵

무침

설탕 1.6

닭살

아몬드

튀김

빵가루 14.2

돼지고기

피망볶음

/녹차

무쌈

물엿 1.6

치킨

오렌지

탕수

튀김가루 12.6

참깨 0.1 도토리묵 40.9 튀김가루 6.3 참깨 0.1 전분 7.9

당근 6.3 참깨 0.1 꿀 1.6 청고추 0.1 설탕 4.7

마늘 0.9 깻잎 0.8 아몬드 1.6 청피망 3.1 당근 3.1

미나리 6.3 당근 1.0 파슬리 0.1 홍피망 1.6 마늘 0.5

양배추 12.6 쑥갓 1.6 레몬 3.1 녹차무쌈 47.2 생강 0.3

양파 20.4 오이 7.9 닭고기 100.6 마늘 1.1 양파 4.7

파 6.3 치커리 1.6 콩기름 3.1 생강 0.8 청피망 0.8

쇠고기 23.6 파 0.5 마요네즈 6.3 돼지고기 117.9 홍피망 0.8

낙지 122.6 마늘 0.5 맛술 0.1 다시마 0.1 사과 1.6

참기름 1.6 참기름 1.6
머스터드

소스
3.1 참기름 1.6

오렌지주

스
3.1

콩기름 14.2 간장 3.1 카레가루 1.6 간장 3.1 닭고기 88.1

고춧가루 1.6 고춧가루 0.1 후추 0.01 굴소스 0.6 달걀 3.1

고추장 3.1 식초 0.1 깍두기 깍두기 39.3 맛술 2.8 콩기름 7.9

배추김치 배추김치 39.3

LA갈비

구이

물엿 3.1 파인애플 파인애플 34.6
우스터소

스
0.1 청주 1.1

　

　

　

설탕 3.1

　

　

　

후추 0.01 소금 0.1

참깨 0.1

해물파전

밀가루 9.4
토마토케

첩
14.2

당근 3.1 부침가루 4.7 식초 0.1

양파 3.1 튀김가루 4.7 총각김치 총각김치 39.3

파 3.1 청고추 0.8 군고구마 고구마 86.5

마늘 1.6 홍고추 0.8

배 6.3 당근 3.1

키위 3.1 양파 12.6

돼지고기 144.7 파 4.7

참기름 1.6 달걀 3.1

간장 4.7 오징어 25.2

후추 0.01 콩기름 1.6

배추김치 배추김치 39.3 소금 1.6

부록 표 5-5.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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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기장밥

기장 1.6

찰보리밥

보리 3.1

해물카레

라이스

칠분도미 65.0

녹두밥

칠분도미 62.0

흑미밥

칠분도미 62.0

칠분도미 62.0 칠분도미 62.0 찹쌀 15.0 찹쌀 15.0 현미 10.0

현미 10.0 현미 10.0 현미 12.0 현미 10.0 찹쌀 15.0

찹쌀 15.0
찹쌀 15.0 감자 20.0 녹두 1.6 흑미 1.6

우렁

된장찌개

두부 9.4 당근 13.0

김치우동

우동사리 40.0

버섯

매운탕

두부 9.0

아욱국

마늘 0.9 홍고추 0.5 양파 14.1 두부 1.0 무 13.7

아욱 30.0 청고추 0.6 피망 7.9 무 5.3 쑥갓 1.1

파 3.1 무 15.0 애호박 14.5 쑥갓 1.1 양파 5.4

멸치 2.4 양파 15.0 양송이버섯 6.3 양파 5.4 파 2.5

건새우 3.1 파 3.1 사과 10.0 파 1.9 애호박 5.0

다시마 1.6 애호박 15.0 새우살 4.0 김치 25.0 청고추 0.5

고춧가루 0.1 마늘 0.9 오징어 20.0 마늘 1.0 마늘 1.0

된장 12.6 팽이버섯 7.9 카레소스 17.3 팽이버섯 3.1
느타리버

섯
12.0

계란

장조림

물엿 1.6 멸치 1.6

도라지오

이생채

설탕 0.9 가다랭이 0.5 팽이버섯 12.5

설탕 3.1 왕우렁살 10.0 참깨 0.3 멸치 1.0 표고버섯 5.0

참깨 0.1 건새우 2.0 당근 2.5 어묵 10.0 쇠고기 10.0

생강 0.5 다시마 3.1 오이 25.9 다시마 0.5 멸치 1.0

마늘 0.5 고춧가루 0.1 실파 0.6 간장 4.0 간장 1.0

달걀 60.0 고추장 1.6 도라지 15.0 소금 1.0 고춧가루 0.7

청주 1.1 된장 9.4 마늘 0.6
스파게티

소스
0.5 고추장 6.0

간장 4.7 고춧가루 0.6 깍두기 깍두기 39.3 된장 2.0

　

고추장 2.8 소금 0.5

소금 0.6 총각김치 총각김치 39.3

식초 0.9 군고구마 고구마 86.5

우유 우유 200.0

부록 표 5-6.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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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쇠고기

낙지몪음

설탕 4.7

LA갈비

구이

물엿 3.1

닭살

아몬드

튀김

빵가루 14.2

치즈

돈가스

/소스

전분 1.0

치킨

오렌지

탕수

튀김가루 12.6

참깨 0.1 설탕 3.1 튀김가루 6.3 양파 3.3 전분 7.9

당근 6.3 참깨 0.1 꿀 1.6 양송이버섯 2.0 설탕 4.7

마늘 0.9 당근 3.1 아몬드 4.0 파인애플 3.0 당근 3.1

미나리 6.3 양파 3.1 파슬리 0.1 콩기름 1.0 마늘 0.5

양배추 12.6 파 3.1 레몬 3.1 돈가스소스 4.5 생강 0.3

양파 20.4 마늘 1.6 닭고기 100.6 토마토케첩 3.0 양파 4.7

파 6.3 배 6.3 콩기름 1.0
스테이크소

스
3.2 청피망 0.8

쇠고기 23.6 키위 3.1 마요네즈 6.3 하이스가루 0.8 홍피망 0.8

낙지 100.0 돼지고기 144.7 맛술 0.1 치즈돈가스 60.0 사과 1.6

참기름 1.6 참기름 1.6
머스터드

소스
3.1

바나나

요거트

샐러드

아몬드 3.0
오렌지주

스
3.1

콩기름 1.0 간장 4.7 카레가루 1.6 방울토마토 30.0 닭고기 88.1

고춧가루 1.6 후추 0.01 후추 0.01 바나나 120.0 달걀 3.1

고추장 3.1 김구이 김 5.0 깍두기 깍두기 39.3 건포도 2.5 콩기름 1.0

배추김치 배추김치 39.3 배추김치 배추김치 39.3
방울토

마토

방울토마

토
61.5 요거트 30.0 청주 1.1

우유 우유 200.0 사과 사과 70.0 우유 우유 200.0 우유 우유 200.0 소금 0.1

방울토마

토

방울토마

토
61.5 우유 우유 200.0

토마토케

첩
14.2

식초 0.1

시금치

무침

설탕 0.1

참깨 0.2

시금치 42.0

실파 0.5

마늘 0.5

참기름 0.4

간장 0.2

소금 0.3

부록 표 5-6.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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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흑미밥

쌀(백미) 31.3

녹두밥

쌀(백미) 62.7

해물카레

라이스

쌀(백미) 69.0

김치

훈제오리

볶음밥

쌀(백미) 70.5

흑미밥

쌀(백미) 31.3

현미 31.3 칼슘찹쌀 18.8
찹쌀 18.8 찹쌀 18.8

현미 31.3

찹쌀 18.8 녹두 3.1 찹쌀 18.8

흑미 1.6

얼큰

쇠고기

무국

무 23.5 감자 15.7 참깨 0.8 흑미 1.6

부대찌개

가래떡 7.8 파 1.6 당근 7.8 김치 40.8

닭곰탕

감자 23.5

두부 14.1 마늘 0.8 양파 18.8 부추 6.3 당면 4.7

청고추 0.8 쇠고기 14.1 청피망 7.8 양파 11.0 당근 6.3

김치 18.8 달걀 6.3 애호박 9.4 마늘 0.8 마늘 1.6

양파 4.7 멸치 1.6
양송이버

섯
6.3 오리고기 36.1 양파 6.3

콩나물 7.8 다시마 1.6 사과 4.7 김 1.6 파 2.4

파 1.6 간장 1.6 새우살 3.1 참기름 1.6 대추 0.8

마늘 0.8 고춧가루 1.6 오징어 39.2 콩기름 1.6 닭고기 62.7

돼지고기 9.4 소금 0.5 카레가루 17.2 소금 0.1 소금 1.6

후랑크소

시지
18.8 후추 0.01

오이

부추무침

설탕 0.8

미소

된장국

두부 18.8 인삼 0.8

햄 8.8

잡채

당면 31.3 참깨 0.3 마늘 0.8 황기 0.8

멸치 1.6 참깨 0.8 마늘 0.5 실파 1.6

청포묵

미나리

냉채

꿀 1.6

다시마 1.6 당근 7.8 부추 4.7 팽이버섯 15.7 설탕 0.1

간장 1.6 시금치 25.1 오이 23.5 멸치 1.6 녹두묵 47.0

고춧가루 0.8 양파 14.1 참기름 0.3 다시마 1.6 참깨 0.1

소금 1.3 황파프리카 6.3 간장 1.6 미역 0.5 마늘 0.5

시금치

무침

설탕 0.1 청피망 6.3 고춧가루 0.8 된장 9.4 미나리 18.8

참깨 0.5 홍피망 6.3 소금 0.5 실파 0.5

시금치 34.5 느타리버섯 6.3 식초 0.8 참기름 0.8

실파 0.5 돼지고기 12.5 간장 0.8

마늘 0.8 참기름 0.8 식초 0.1

참기름 0.5 콩기름 3.1

　식초 0.1 간장 6.3

부록 표 5-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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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닭갈비

가래떡 15.7

삼치

데리야끼

구이

튀김가루 9.4

탕수만두

전분 3.1

피자

고구마 11.0

김치전

부침가루 7.8

고구마 9.4 전분 1.6 설탕 1.6 설탕 1.6 튀김가루 6.3

설탕 1.6 물엿 3.1 당근 6.3 양파 9.4 찹쌀가루 1.6

청고추 0.8 설탕 1.6 양파 7.8 토마토  3.1 감자 4.7

깻잎 2.4 마늘 0.8 오이 6.3 파프리카 1.6 김치 23.5

당근 6.3 생강 0.8 파인애플 3.1 청피망 4.7 양파 9.4

마늘 1.6 양파 3.1 콩기름 6.3 홍피망 3.1 파 1.6

생강 0.5 파 0.8 간장 1.6
양송이버

섯
3.1 청피망 1.6

양배추 21.9 삼치 65.8
토마토케

첩
14.1 햄 6.3

양송이버

섯
4.7

양파 11.0 콩기름 3.1 식초 1.6 치즈 15.7 달걀 7.8

파 1.6 청주 1.4 만두 70.5 버터 1.4 콩기름 12.5

사과 3.1 간장 3.1 깍두기 깍두기 37.6 콩기름 6.3 소금 0.1

닭고기 141.1
데리야끼

소스
11.0

고칼슘

우유
우유 87.5 맛술 1.4 섞박지 섞박지 42.3

참기름 0.8
하이스가

루
1.6 오렌지 오렌지 65.8

토마토케

첩
4.7

고칼슘우

유
우유 87.5

간장 4.7 배추김치 배추김치 36.1
스파게티

소스
6.3 사과 사과 70.5

고춧가루 1.3 피자도우 18.8

고추장 6.3 깍두기 깍두기 40.8

맛술 2.8 포도쥬스 포도쥬스 98.7

소금 0.8

카레가루 1.6

총각김치 총각김치 42.3

고칼슘

우유
우유 87.5

부록 표 5-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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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흑미밥

칠분도미 62.0

녹두밥

칠분도미 62.0

곤드레밥

/부추

양념장

칠분도미 60.0

김치

훈제오리

볶음밥

칠분도미 62.0

흑미밥

칠분도미 62.0

현미 10.0 찹쌀 15.0 찹쌀 15.0 찹쌀 15.0 현미 10.0

찹쌀 15.0
녹두 3.1

현미 10.0 현미 12.0
찹쌀 15.0

현미 10.0 흑미 1.6

흑미 1.6

얼큰

쇠고기

무국

무 23.5 설탕 0.6 참깨 0.8

닭개장

고사리 9.3

부대찌개

가래떡 0.0 파 1.6 참깨 0.1 김치 40.8 청고추 0.8

두부 14.1 마늘 0.8 건곤드레 20.0 부추 6.3 마늘 1.0

청고추 0.8 쇠고기 14.1 부추 1.1 양파 11.0 배추 7.5

김치 18.8 달걀 6.3 마늘 0.3 마늘 0.8 생강 0.7

양파 4.7 멸치 1.6 쇠고기 10.0 오리고기 45.0 숙주나물 12.4

콩나물 7.8 다시마 1.6 들기름 0.5 김 2.0 양파 15.4

파 1.6 간장 1.6 간장 1.2 참기름 1.6 파 3.1

마늘 0.8 고춧가루 1.6 청주 0.3 콩기름 1.0 느타리버섯 9.3

돼지고기 9.4 소금 0.5 고춧가루 0.5 소금 0.1 새송이버섯 5.1

후랑크소

시지
18.8 후추 0.01

쇠고기

미역국

들깨가루 4.0

미소

된장국

두부 18.8 닭고기 55.0

햄 8.8

잡채

당면 31.3 마늘 0.5 마늘 0.8 멸치 3.6

멸치 1.6 참깨 0.8 쇠고기 15.0 실파 1.6 건새우 2.0

다시마 1.6 당근 7.8 다시마 1.0 팽이버섯 15.7 다시마 2.4

간장 1.6 시금치 25.1 미역 3.0 멸치 1.6 참기름 0.6

고춧가루 0.8 양파 14.1 참기름 1.4 다시마 1.6 고추기름 1.0

소금 1.3 황파프리카 6.3 간장 0.5 미역 3.0 간장 2.2

시금치

무침

설탕 0.1 청피망 6.3 소금 0.5 된장 9.4 고춧가루 0.6

참깨 0.5 홍피망 6.3 소금 0.4

시금치 45.0 느타리버섯 6.3 후추가루 0.05

실파 0.5 돼지고기 12.5 섞박지 섞박지 42.3

마늘 0.8 참기름 0.8 우유 우유 200.0

참기름 0.5 콩기름 1.0 사과 사과 70.5

식초 0.1 간장 6.3

부록 표 5-8.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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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돈육

불고기

간장 5.4

삼치

데리야끼

구이

튀김가루 9.4

해물

떡볶이

떡볶이떡 39.0

매운

떡갈비

전분 2.0

김치전

부침가루 7.8

고추장 6.8 전분 1.6 물엿 4.1 물엿 4.1 튀김가루 6.3

고춧가루 2.7 물엿 3.1 설탕 3.2 청고추 1.1 찹쌀가루 1.6

당근 14.3 설탕 1.6 당근 5.7 마늘 0.9 감자 4.7

돼지고기 90.0 마늘 0.8 마늘 1.6 생강 0.9 김치 23.5

마늘 2.0 생강 0.8 양배추 12.2 양파 4.2 양파 9.4

물엿 5.5 양파 3.1 양파 12.1 파 0.4 파 1.6

생강 1.4 파 0.8 파 3.2 홍고추 1.1 청피망 1.6

설탕 5.5 삼치 80.0 팽이버섯 3.2 돼지고기 45.0
양송이버

섯
4.7

양파 12.9 콩기름 1.0 멸치 2.4 쇠고기 25.0 달걀 7.8

참기름 1.4 청주 1.4 오징어 15.4 우유 2.0 콩기름 1.0

참깨 0.7 간장 3.1 다시마 1.6 콩기름 1.0 소금 0.1

콩기름 1.0
데리야끼

소스
11.0 콩기름 1.0 간장 4.0 부추 5.0

파 2.7
하이스가

루
1.6 고추장 8.1 굴소스 1.0

깻잎찜

설탕 1.5

후추 0.01 배추김치 배추김치 36.1 자장소스 2.4 미림 1.5 참깨 0.7

총각김치 총각김치 42.3 우유 우유 200.0 깍두기 깍두기 37.6 후추 0.01 청고추 0.8

우유 우유 200.0 김구이 김 5.0 깍두기 깍두기 40.8 홍고추 0.8

오렌지 오렌지 80.0 우유 우유 200.0 우유 우유 200.0 깻잎 30.0

바나나 바나나 100.0 마늘 0.7

실파 1.5

쇠고기 3.7

멸치 1.5

다시마 1.5

참기름 0.7

간장 1.5

부록 표 5-8.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중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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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의 적용 전과 후의 사계절 

학교급식 식단 예시_고등학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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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차조밥

쌀(백미) 88.4

흑미밥

쌀(백미) 90.9

훈제오리

야채

볶음밥

쌀(백미) 85.9

기장밥

기장 5.1

현미밥

현미 5.1

찹쌀 2.5 찹쌀 5.1 옥수수 5.1 쌀(백미) 88.4 쌀(백미) 88.4

차조 5.1 칼슘찹쌀 5.1 찹쌀 5.1 찹쌀 3.8 찹쌀 2.5

칼슘찹쌀 7.6 흑미 2.5 감자 25.3 칼슘찹쌀 6.3 칼슘찹쌀 7.6

근대

된장국

근대 40.4

콩나물

조개국

풋고추 0.4 참깨 0.6

바지락

미역국

마늘 1.3

참치

김치찌개

두부 22.7

마늘 1.0 양파 6.3 당근 10.1 멸치 1.3 양파 6.3

양파 1.0 콩나물 27.8 브로콜리 18.9 바지락 15.2 파 3.2

파 1.0 파 1.5 양파 25.3 다시마 0.5 청고추 0.3

멸치 1.3 마늘 0.9
파프리카

(적)
3.8 미역 2.0 김치 55.6

건새우 1.0 멸치 1.3
파프리카

(황)
3.8 참기름 1.0 마늘 1.0

다시마 1.3 바지락 7.6 청피망 5.1 간장 2.9 참치 18.9

고추장 2.0 다시마 1.3 오리고기 30.3 소금 0.1 멸치 1.3

된장 10.1 청주 0.8 참기름 1.0 후추 0.1 다시마 1.3

애호박

새우젓

볶음

참깨 0.3 간장 1.5 콩기름 0.1 간장 1.3 간장 1.5

파 1.0 소금 0.3 소금 0.1

참나물

무침

참깨 0.4 고춧가루 0.4

애호박 50.5 후추 0.02 후추 0.01 참나물 40.4 소금 0.2

마늘 0.9 배추김치 배추김치 56.8

미소

된장국

　

유부 2.5 실파 0.5

파래자반

볶음

설탕 0.5

새우젓 1.3 실파 1.3 마늘 0.8 참깨 0.4

참기름 0.5 마늘 0.3 까나리 0.3 건파래 4.0

콩기름 0.9 팽이버섯 6.3 참기름 1.3 참기름 3.8

고춧가루 0.3 가다랭이 0.6 간장 0.8 콩기름 4.0

소금 0.1 멸치 1.3 소금 0.3 소금 0.4

다시마 1.3

미역 0.4

된장 10.1

부록 표 6-1.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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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치즈불닭

가래떡 60.6

돈육사태

떡찜

가래떡 30.3

아몬드

핫케익

핫케이크

가루
36.6

햄버거

스테이크

오븐

빵가루 10.1

닭날개

바비큐

구이

설탕 0.1

설탕 3.0 감자 20.2 아몬드 3.8 양파 12.6 물엿 5.1

물엿 10.1 설탕 3.3 바나나 20.2 파 3.8 참깨 0.9

파 3.0 물엿 10.1 건포도 2.5 마늘 2.0 생강 0.6

풋고추 1.0 참깨 0.4 달걀 18.2 생강 0.9 양파 7.6

마늘 3.0 청고추 0.6 우유 17.7 돼지고기 115.0 마늘 1.0

생강 0.5 당근 11.4 깍두기 깍두기 60.6 쇠고기 30.3 닭날개 161.6

사과 10.1 생강 2.0 감귤주스 감귤쥬스 119.9 달걀 15.9 참기름 0.6

닭가슴살 56.8 양파 24.0 치즈 2.0 청주 3.5

닭다리살 63.1 마늘 2.0 참기름 1.0 간장 2.1

피자치즈 31.6 배 2.5 콩기름 1.0 고춧가루 0.5

청주 3.0 돼지고기 150.0 청주 1.3 고추장 6.0

간장 3.0 참기름 0.8 굴소스 2.0 소금 1.0

고춧가루 2.0 청주 3.0 소금 0.5
토마토케

첩
7.6

고추장 8.8 간장 15.2 우스터소스 0.3 핫소스 0.4

굴소스 3.0 소금 0.4 후추 0.1 후추 0.1

양파 15.2 후추 0.01 배추김치 배추김치 56.8 중화소스 7.6

후추 0.1

느타리

버섯볶음

참깨 0.1

햄버거

스테이크

소스

꿀 3.8 섞박지 섞박지 63.1

배추김치 배추김치 56.8 당근 2.0 설탕 0.4

양파 7.6 양파 10.1

파 0.5 버터 1.1

마늘 0.8 우스터소스 4.5

느타리버

섯
48.0 토마토케첩 18.9

참기름 0.8

콩기름 0.9

소금 0.3

부록 표 6-1.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계속)



- 246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차조밥

칠분도미 62.0

흑미밥

칠분도미 64.0

훈제오리

야채

볶음밥

칠분도미 55.0

기장밥

기장 5.1

현미밥

현미 20.0

찹쌀 15.0 찹쌀 15.0 옥수수 5.1 칠분도미 62.0
칠분도미 57.0

차조 5.1 현미 15.0 찹쌀 15.0 찹쌀 15.0

현미 15.0 흑미 2.5
현미 15.0

현미 15.0 찹쌀 20.0
감자 30.0

해물탕

　

풋고추 2.0

콩나물

조개국

풋고추 0.4 참깨 0.6

바지락

미역국

마늘 1.3

참치

김치찌개

두부 22.7

홍고추 1.0 양파 6.3 당근 15.0 멸치 1.3 양파 6.3

무 10.0 콩나물 27.8 브로콜리 25.0 바지락 15.2 파 3.2

미나리 5.0 파 1.5 양파 25.3 다시마 0.5 청고추 0.3

쑥갓 2.0
마늘 0.9

파프리카

(적)
3.8 미역 3.0 김치 55.6

콩나물 5.0

파 1.5
멸치 1.3

파프리카

(황)
3.8 참기름 1.0 마늘 1.0

마늘 1.0

생강 0.4 바지락 15.0 청피망 10.0 간장 2.9 참치 18.9

대구 15.0 다시마 1.3 오리고기 24.0 소금 0.1 멸치 1.3

멸치 2.0 청주 0.8 참기름 1.0 후추 0.1 다시마 1.3

바지락 10.0 간장 1.5 콩기름 0.1 간장 1.3 간장 1.5

미더덕 4.0 소금 0.3 소금 0.1

참나물

무침

참깨 0.4 고춧가루 0.4

건새우 2.0 후추 0.02
후추 0.01

참나물 43.0 소금 0.2
잔멸치 5.0

새우 5.0 배추김치 배추김치 56.8

미소

된장국

　

유부 0.0 실파 0.5

파래자반

볶음

설탕 0.5

오징어 15.0 우유 우유 200.0 실파 3.0 마늘 0.8 참깨 0.4

다시마 1.0 마늘 0.3 까나리 0.3 건파래 5.0

고춧가루 0.2 팽이버섯 6.3 참기름 1.3 참기름 3.8

고추장 3.0 가다랭이 1.0 간장 0.8 콩기름 1.0

된장 2.0 멸치 1.3 소금 0.3 소금 0.4

소금 0.5 다시마 1.3 우유 우유 200.0

미역 0.4
　

된장 10.1

부록 표 6-2.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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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치즈달걀

말이

당근 6.0

돈육사태

떡찜

가래떡 40.0

아몬드

핫케익

핫케이크

가루
36.6

햄버거

스테이크

(오븐)

빵가루 10.1

안동찜닭

감자 20.0
두부 40.0

양파 8.0 감자 25.0 아몬드 3.8 양파 22.0 전분 0.6

파 4.0 설탕 3.3 바나나 20.2 파 3.8 당면 4.0

청피망 3.0 물엿 10.1 건포도 2.5 마늘 2.0 물엿 7.0

홍피망 1.0 참깨 0.4 달걀 18.2 생강 0.9 설탕 5.0

햄 5.0 청고추 0.6 우유 17.7 돼지고기 70.0 청양고추 1.3

달걀 100.0 당근 15.0 깍두기 깍두기 60.6 쇠고기 25.0 당근 6.0

피자치즈 20.0 생강 2.0 오렌지 오렌지 101.0 달걀 15.9 마늘 2.0

콩기름 1.0 양파 30.0 우유 우유 200.0 치즈 2.0 생강 1.0

소금 0.3 마늘 2.0 참기름 1.0 시금치 6.0

애호박

새우젓

볶음

참깨 0.3 배 2.5 콩기름 1.0 양파 18.0

파 1.0 돼지고기 95.0 청주 1.3 파 3.5

애호박 55 참기름 0.8 굴소스 2.0 닭고기 160

마늘 0.9 청주 3.0 소금 0.5 참기름 1.0

새우젓 1.3 간장 15.2 우스터소스 0.3 청주 1.0

참기름 0.5 소금 0.4 후추 0.1 간장 8.0

콩기름 1.0 후추 0.01 배추김치 배추김치 56.8 소금 0.3

고춧가루 0.3

깻잎찜

설탕 0.7

햄버거

스테이크

소스

꿀 3.8 후추 0.5

소금 0.1 참깨 0.3 설탕 0.4 자장소스 0.5

배추김치 배추김치 56.8 깻잎 14.0 양파 10.1 섞박지 섞박지 63.1

우유 우유 200.0 당근 2.0 버터 1.1 우유 우유 200.0

방울토마

토

방울토마

토
50.0

실파 1.5
우스터소스 4.5

마늘 1.0

멸치 0.5 토마토케첩 18.9

다시마 0.5

참기름 0.6

간장 5.6

고춧가루 0.3

부록 표 6-2.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봄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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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기장밥

쌀(백미) 84.4

혼합곡밥

쌀(백미) 84.4

오무

라이스

쌀(백미) 92.3

혼합곡밥

쌀(백미) 84.6

발아

현미밥

쌀(백미) 89.7

기장 5.1 찹쌀 2.6 칼슘찹쌀 2.6 찹쌀 2.6 찹쌀 2.6

찹쌀 2.6 칼슘찹쌀 7.7 참깨 0.6 칼슘찹쌀 7.7 칼슘찹쌀 7.7

칼슘찹쌀 7.7 혼합잡곡 5.1 당근 7.7 혼합잡곡 5.1 발아현미 5.1

호박잎

된장찌개

감자 15.3

꽃게탕

청고추 1.0 양파 15.4

들깨

미역국

들깨가루 3.8

깐풍기

튀김가루 12.8

마늘 1.0 무 19.2 청피망 5.1 마늘 1.0 전분 7.7

양파 6.4 양파 10.2 홍피망 5.1 멸치 1.3 물엿 5.9

파 1.5 콩나물 12.8
양송이버

섯
6.4 다시마 0.5 설탕 1.5

호박 7.7 파 1.9 베이컨 6.4 미역 2.1 청고추 1.9

호박잎 10.2 마늘 1.3 햄 10.3 들기름 1.2 홍고추 1.0

청고추 0.4 꽃게 58.8 달걀 41.5 간장 2.9 마늘 1.9

멸치 1.3 미더덕 3.2 참기름 3.8 생강 1.3

다시마 1.3 건새우 0.9 콩기름 0.6

콩나물

무침

참깨 0.3
양파 10.3

고추장 1.9 다시마 1.3 소금 0.4 콩나물 48.7

된장 10.0 청주 0.6
토마토케

첩
19.2 실파 1.3 닭고기 124.4

감자채

볶음

감자 76.7 간장 0.6

미소

된장국

유부 2.6 마늘 0.4 다시마 0.4

참깨 0.4 고춧가루 1.0 실파 1.3 참기름 1.3 참기름 0.5

당근 3.8 고추장 2.9 마늘 0.3 소금 0.3 콩기름 0.6

양파 15.3 된장 2.2 팽이버섯 6.4 배추김치 배추김치 51.3 청주 1.3

콩기름 1.3 소금 0.1 가다랭이 0.6 간장 2.1

소금 1.2 후추 0.02 멸치 1.3 굴소스 2.9

배추김치 배추김치 51.2 다시마 1.3 소금 0.5

미역 0.4
식초 3.8

된장 10.3

후추 0.1

배추김치 배추김치 51.3

부록 표 6-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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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고기완자

떡조림

빵가루 9.0

감자

그라탕

(오븐)

감자 80.6

오이부추

무침

설탕 0.6

돼지고기

고추장

구이

설탕 3.2

햄모듬

찌개

두부 19.2

가래떡 49.9 당근 3.8 참깨 0.4 물엿 8.1 쑥갓 2.9

설탕 2.9 양파 9.0 부추 5.1 참깨 0.6 양파 7.7

물엿 9.0 청피망 6.4 오이 34.6 마늘 1.3 파 2.9

두부 26.9 피자치즈 9.6 마늘 0.5 생강 2.6 김치 30.8

당근 4.2 생크림 9.0 멸치 1.3 양파 41.0 마늘 1.0

생강 0.4 버터 1.7 참기름 0.6 파 5.1
후랑크소

시지
10.3

양배추 7.7 소금 0.4 고춧가루 0.8 배 7.7 햄(스팸) 10.0

양파 9.0 후추 0.1 소금 0.3 돼지고기 176.5 햄 10.0

청피망 4.5

두부김치

설탕 1.0

떡꼬치

가래떡 80.8 참기름 0.8 멸치 0.6

마늘 1.3 두부 84.4 설탕 1.9 콩기름 1.9 다시마 1.3

돼지고기 55.2 참깨 0.6 물엿 7.7 청주 2.6 고춧가루 0.3

쇠고기 12.8 생강 0.3 양파 6.4 간장 4.6 소금 0.3

달걀 4.6 파 2.0 마늘 0.9 고춧가루 1.3

모듬

겉절이

　

설탕 2.1

멸치 0.5 김치 140.7 멸치 0.4 고추장 19.2 참깨 0.5

다시마 0.5 마늘 1.0 다시마 0.4 소금 0.3 깻잎 3.8

버터 2.3 돼지고기 34.2 콩기름 1.9 후추 0.1 마늘 0.4

참기름 1.0 참기름 1.3 간장 2.1 상추 7.7

콩기름 1.9 콩기름 0.9 고추장 6.0 양파 9.0

청주 1.8 청주 0.8
우스터소

스
1.3 오이 20.5

간장 0.6 김구이 김 4.1
토마토케

첩
5.8 참나물 2.6

고추장 2.2 배추김치 배추김치 51.5 실파 0.4

소금 0.2
아이스

홍시
감  60.0 참기름 1.3

토마토케첩 23.0 간장 5.0

후추 0.1 고춧가루 1.0

식초 0.4

부록 표 6-3.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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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기장밥

칠분도미 62.0

혼합곡밥

칠분도미 62.0

오무

라이스

칠분도미 68.0

혼합곡밥

칠분도미 62.0

발아

현미밥

칠분도미 52.0

기장 5.1 찹쌀 15.0
찹쌀 15.0

찹쌀 15.0 찹쌀 20.0
현미 10.0

찹쌀 15.0 현미 15.0 참깨 0.6 현미 15.0 현미 15.0

현미 15.0 혼합잡곡 5.1 당근 7.7 혼합잡곡 5.1 발아현미 10.0

사골

우거지국

배추 20.0

쇠고기

낙지전골

설탕 0.1 양파 15.4

들깨

미역국

들깨가루 3.0

깐풍기

튀김가루 12.8

파 2.0 풋고추 1.2 청피망 7.0 마늘 1.0 전분 7.7

마늘 1.3 당근 4.0 홍피망 7.0 멸치 1.3 물엿 5.9

쇠고기 15.0 미나리 3.0 양송이버섯 6.4 다시마 0.5 설탕 1.5

사골 15.0 배추 6.0 베이컨 5.0 미역 3.0 청고추 1.9

쇠잡뼈 10.0 양파 7.0 햄 10.3 들기름 1.0 홍고추 1.0

청주 0.4 파 1.3 달걀 41.5 간장 2.9 마늘 1.9

고춧가루 0.1 호박 4.0 참기름 3.8 생강 1.3

고추장 2.0 마늘 1.2 콩기름 1.0

채소스틱

/쌈장

설탕 1.0 양파 10.3

된장 9.0
느타리버

섯
7.0 소금 0.4 참깨 0.4 닭가슴살 124.4

소금 0.6 쇠고기 8.0 토마토케첩 19.2 풋고추 10.0 다시마 0.4

시금치

무침

설탕 0.4 쇠잡뼈 10.0

미소

된장국

유부 0.0 당근 20.0 참기름 0.5

참깨 0.2 낙지 30.0 실파 1.3 마늘 1.0 콩기름 1.0

시금치 50.0 다시마 1.3 마늘 0.3 양파 10.0 청주 1.3

실파 0.6 참기름 0.2 팽이버섯 6.4 오이 40.0 간장 2.1

마늘 0.5 청주 2.0 가다랭이 0.6 파 1.0 굴소스 2.9

참기름 0.5 국간장 0.6 멸치 1.3
파프리카

(주)
5.0 소금 0.5

소금 0.2 고춧가루 0.4 다시마 1.3 파프리카

(적)
5.0

식초 3.8

고추장 3.0 미역 3.0 후추 0.1

소금 0.7 된장 10.3 참기름 1.0 배추김치 배추김치 51.3

탄산음료 2.3 우유 우유 200.0

고추장 2.0

된장 10.0

부록 표 6-4.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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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쫄면야채

무침

쫄면 70.0

호두

취나물

무침

참깨 0.3

파래무

무침

설탕 2.0

돼지고기

고추장

구이

설탕 3.2

햄모듬

찌개

두부 10.0

설탕 2.0 호두 0.8 참깨 0.3 물엿 8.1 쑥갓 2.9

물엿 2.0 마늘 1.0 마늘 1.0 참깨 0.6 양파 18.0

참깨 0.8 취나물 40.0 무 4.0 마늘 1.3 파 2.9

양배추 20.0 파 1.0 파 1.0 생강 2.6 김치 30.8

오이 14.0 참기름 1.5 파래 4.0 양파 41.0 마늘 1.0

콩나물 20.0 고춧가루 0.5 간장 2.0 파 5.1
후랑크소

시지
5.0

실파 1.0
된장 6.0

고춧가루 0.5 배 7.7 햄(스팸) 10.0

마늘 1.2 식초 2.0 돼지고기 140.0 햄 10.0

배 5.9

두부김치

설탕 1.0

떡꼬치

가래떡 50.0 참기름 0.8 멸치 0.6

참기름 1.0 두부 80.0 설탕 1.9 콩기름 1.0 다시마 1.3

고춧가루 0.4 참깨 0.6 물엿 7.7 청주 2.6 고춧가루 0.3

고추장 20.0 생강 0.3 양파 6.4 간장 4.6
소금 0.3

쇠고기 5.0

소금 0.1 파 2.0 마늘 0.9 고춧가루 1.3

모듬

겉절이

　

설탕 2.1

식초 2.0 김치 140.7 멸치 0.4 고추장 19.2 참깨 0.5

무쌈 8.0 마늘 1.0 다시마 0.4 소금 0.3 깻잎 6.0

배추김치 배추김치 51.2 돼지고기 30.0 콩기름 1.0 후추 0.1 마늘 0.4

우유 우유 200.0 참기름 1.3 간장 2.1 배추김치 배추김치 51.3 상추 10.0

콩기름 1.0 고추장 6.0 우유 우유 200.0 양파 9.0

청주 0.8
우스터소

스
1.3 오이 20.5

김구이 김 5.0
토마토케

첩
5.8 참나물 2.6

우유 우유 200.0 배추김치 배추김치 51.5 실파 0.4

우유 우유 200.0 참기름 1.3

간장 5.0

고춧가루 1.0

식초 0.4

부록 표 6-4.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여름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 252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현미밥

현미 4.3

차수수밥

차수수 4.3

닭고기

카레

라이스

보리 4.3

현미밥

현미 4.3

혼합곡밥

쌀(백미) 85.1

쌀(백미) 86.7 쌀(백미) 86.7 쌀(백미) 86.7 쌀(백미) 86.7 칼슘찹쌀 9.6

칼슘찹쌀 9.8 칼슘찹쌀 9.8 칼슘찹쌀 9.8 칼슘찹쌀 9.8 혼합잡곡 4.3

돈육사태

떡찜

가래떡 30.3

해물

순두부

찌개

두부 60.7 감자 40.1

모시

조개탕

청고추 0.4

떡만두국

가래떡 21.3

감자 19.5 청고추 0.5 당근 15.2 무 16.3 마늘 1.0

설탕 6.0 양파 7.6 양파 19.5 부추 2.0 양파 7.4

물엿 14.1 파 2.2 청피망 15.2 실파 1.3 파 2.1

참깨 0.3 김치 30.3 닭고기 21.7 홍고추 0.3 쇠고기 12.8

청고추 0.5 마늘 1.0 콩기름 1.0 멸치 1.4 소잡뼈 10.6

당근 11.9 달걀 9.8 카레가루 23.8 모시조개 40.1 달걀 11.5

생강 2.0 멸치 1.1

오이부추

무침

설탕 0.5 다시마 1.1 다시마 1.1

양파 23.8 건새우 6.5 참깨 0.3 소금 0.4 김  1.1

마늘 2.0 새우젓 1.1 부추 5.4 후추 0.02 간장 1.6

배 2.2 바지락 4.3 오이 33.6

참나물

무침

참깨 0.3 후추 0.01

돼지고기 150.6
오징어 8.7 마늘 0.4 참나물 40.1 만두 61.7

다시마 1.1 멸치 1.3 실파 0.4

삼치

유자청

조림

　

튀김가루 10.6

참기름 0.9 콩기름 3.0 참기름 0.5 마늘 0.4 전분 1.1

청주 2.2 청주 0.3 고춧가루 0.9 까나리 0.3 물엿 3.9

간장 23.8 간장 1.0 소금 0.2 참기름 1.1 청고추 2.1

소금 0.4 고춧가루 1.1

단호박

튀김

튀김가루 7.6 간장 0.8 생강 0.6

후추 0.02 소금 0.2 단호박 24.9 소금 0.3 삼치 100.0

콩기름 1.1 콩기름 0.2

소금 0.1 유자차 10.0

간장 6.0

고춧가루 0.4

부록 표 6-5.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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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배추들깨

된장국

들깨가루 1.6

우동

불고기

볶음

우동 100.8

오징어링

튀김

밀가루 4.3

햄버거

스테이크

(오븐)

빵가루 7.6

매운

콩나물

무침

참깨 0.2

배추 35.8 설탕 1.6 튀김가루 21.7 파 3.8 콩나물 47.9

파 1.0 양파 6.5 파슬리 1.3 양파 10.8 실파 1.0

청고추 0.8 청피망 4.3 오징어 45.5 마늘 2.0 마늘 0.3

마늘 1.0 홍피망 3.3 콩기름 1.1 생강 1.0 참기름 1.3

멸치 1.1 호박 9.8 소금 0.2 돼지고기 80.2 고춧가루 0.2

다시마 1.1 파 1.0 깍두기 깍두기 59.6 쇠고기 21.7 소금 0.4

된장 10.0 마늘 1.0 연시 감  127.8 달걀 13.7 배추김치 배추김치 50.0

숙주

미나리

무침

참깨 0.2
느타리버

섯
5.4

　

　

　

치즈 2.0

　

　

　

미나리 5.4 쇠고기 23.8 참기름 1.1

숙주나물 40.1 참기름 1.1 콩기름 0.2

실파 0.5 콩기름 0.4 청주 1.4

마늘 0.4 간장 2.4 굴소스 2.2

까나리 0.5 굴소스 3.0 소금 0.4

참기름 0.7 후추 0.1
우스터소

스
0.2

소금 0.2

파래자반

볶음

설탕 0.5 후추 0.1

배추김치 배추김치 50.9 참깨 0.3 배추김치 배추김치 50.9

　

　

　

건파래 4.0

햄버거

스테이크

소스

　

꿀 3.3

참기름 4.0 설탕 0.5

콩기름 4.0 양파 9.8

소금 0.4 버터 1.0

배추김치 배추김치 50.9
우스터소

스
4.6

　

　

　

토마토케

첩
19.5

부록 표 6-5.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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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현미밥

현미 20.0

차수수밥

차수수 4.3

카레

라이스

보리 4.3

현미밥

현미 20.0

혼합곡밥

칠분도미 62.0

칠분도미 57.0 칠분도미 62.0 칠분도미 62.0 칠분도미 62.0 찹쌀 15.0

찹쌀 20.0 현미 15.0 현미 15.0 찹쌀 15.0 현미 15.0

돈육

두루치기

물엿 1.0 찹쌀 15.0 찹쌀 15.0

모시

조개탕

청고추 0.4 혼합잡곡 4.3

고추 2.0

해물

순두부

찌개

두부 60.7 감자 40.1 무 16.3

떡만두국

가래떡 15.0

당근 5.0 청고추 0.5 당근 15.2 부추 2.0 마늘 1.0

마늘 1.0 양파 7.6 양파 25.0 실파 1.3 양파 7.4

부추 3.0 파 2.2 청피망 20.0 홍고추 0.3 파 2.1

생강 0.5 김치 30.3 돼지고기 25.0 멸치 1.4 쇠고기 12.8

양배추 10.0 마늘 1.0 콩기름 1.0 모시조개 40.1 소잡뼈 10.6

양파 30.0 달걀 15.0 카레가루 23.8 다시마 1.1 달걀 11.5

파 1.0 멸치 1.1

오이부추

무침

설탕 0.5 소금 0.4 다시마 2.0

김치 10.0 건새우 6.5 참깨 0.3 후추 0.02 김  2.0

콩나물 20.0 새우젓 1.1 부추 10.0

참나물

무침

참깨 0.3 간장 1.6

돼지고기 140.0 바지락 15.0 오이 40.0 참나물 45.0 후추 0.01

참기름 0.5 오징어 8.7 마늘 0.4 실파 0.4 만두 61.7

청주 1.0 다시마 1.1 멸치 1.3 마늘 0.4

삼치

유자청

조림

　

튀김가루 10.6

간장 1.5 콩기름 1.0 참기름 0.5 까나리 0.3 전분 1.1

고춧가루 0.5 청주 0.3 고춧가루 0.9 참기름 1.1 물엿 3.9

고추장 5.0 간장 1.0 소금 0.2 간장 0.8 청고추 2.1

후추 0.1 고춧가루 1.1

닭꼬치

구이

물엿 2.0 소금 0.3 생강 0.6

　

소금 0.2 마늘 0.5 삼치 100.0

　우유 우유　 200.0　 생강 0.4 콩기름 1.0

간장 1.0 유자차 10.0

고추장 5.0 간장 6.0

맛술 1.0 고춧가루 0.4

후추 0.01

중화소스 10.0

닭꼬치 50.0

부록 표 6-6.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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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배추들깨

된장국

들깨가루 1.6

닭볶음탕

감자 20.0 깍두기 깍두기 59.6

햄버거

스테이크

(오븐)

빵가루 7.6

브로콜리

숙회

설탕 2.0

배추 35.8 물엿 2.0 연시 감  127.8 파 3.8 브로콜리 60.0

파 1.0 설탕 1.3 우유 우유 200.0 양파 10.8 양파 4.0

청고추 0.8 참깨 0.2 마늘 2.0 탄산음료 1.5

마늘 1.0 고추 1.0 생강 1.0 고추장 10.0

멸치 1.1 당근 5.0 돼지고기 78.0 식초 1.8

다시마 1.1 생강 0.5 쇠고기 31.5 배추김치 배추김치 50.0

된장 10.0 양파 10.0 달걀 13.7 　우유 우유　 200.0　

숙주

미나리

무침

참깨 0.2 파 0.8 치즈 2.0

　

미나리 7.0 마늘 1.5 참기름 1.1

숙주나물 40.1 닭고기 160.0 콩기름 1.0

실파 0.5 청주 1.0 청주 1.4

마늘 0.4 간장 0.5 굴소스 2.2

까나리 0.5 고춧가루 2.0 소금 0.4

참기름 0.7
고추장 9.0 우스터소

스
0.2

소금 0.3

소금 0.2 후추 0.01 후추 0.1

배추김치 배추김치 50.9

파래자반

볶음

설탕 0.5 두부 20.0

우유 우유 200.0 참깨 0.3 배추김치 배추김치 50.9

건파래 5.5 　우유 우유　 200.0　

참기름 4.0

햄버거

스테이크

소스

꿀 3.3

콩기름 1.0 설탕 0.5

소금 0.4 양파 9.8

배추김치 배추김치 50.9

버터 1.0

우스터소

스
4.6

토마토케

첩
19.5

부록 표 6-6.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가을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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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현미밥

현미 4.5

차수수밥

차수수 4.5

현미밥

현미 2.2

혼합곡밥

쌀(백미) 86.1

찰보리밥

보리 4.5

쌀(백미) 86.2 쌀(백미) 87.3 쌀(백미) 39.1 칼슘찹쌀 10.1 쌀(백미) 87.2

칼슘찹쌀 10.1 칼슘찹쌀 9.0 칼슘찹쌀 2.2 혼합잡곡 4.5 칼슘찹쌀 8.9

육개장

고사리 9.0

돼지등뼈

소스찜

　

감자 33.6

쇠고기

양송이죽

쌀(백미) 7.8

시금치

된장국

마늘 1.0

두부

새우젓

찌개

두부 33.6

배추 20.2 설탕 1.0 찹쌀 16.8 시금치 40.3 마늘 1.0

숙주나물 12.3 물엿 6.7 당근 4.5 양파 1.1 양파 10.1

양파 7.8 참깨 0.4 파 1.5 파 1.0 파 2.0

파 3.9 생강 2.0 애호박 6.7 멸치 1.1 애호박 25.7

마늘 1.1 양파 6.7 마늘 0.8 건새우 1.1 청고추 1.0

쇠고기 17.9 파 3.9
양송이버

섯
12.3 다시마 1.1 멸치 1.1

달걀 10.1 월계수잎 0.1 쇠고기 10.1 고추장 2.0 새우젓 3.4

다시마 1.1 마늘 2.8 다시마 1.1 된장 10.0 다시마 1.1

참기름 1.1 돼지등뼈 240.8 참기름 1.1 배추김치 배추김치 50.3 고춧가루 0.3

콩기름 1.1 새우젓 2.2 소금 0.9 소금 0.4

간장 2.2 청주 2.0 후추 0.01

무숙채

나물

참깨 0.2

고춧가루 2.0 커피 0.2 마늘빵 마늘빵 10.1 마늘 1.1

소금 0.05 고춧가루 2.0 무 52.6

후추 0.01 고추장 8.4 실파 1.1

된장 2.8 들기름 1.8

우스터소

스
4.1 콩기름 1.1

토마토케

첩
6.7 소금 0.3

핫소스 1.6

후추 0.01

부록 표 6-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 



- 257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알감자

고추장

조림

알감자 109.7

연두부찜

설탕 0.4

스파게티

스파게티면 80.5

돈육사태

떡찜

가래떡 30.2

파닭

튀김가루 14.5

물엿 3.0 연두부 140.0 당근 8.9 감자 20.1 전분 7.8

설탕 0.7 참깨 0.3 바실 0.01 설탕 5.9 물엿 2.0

참깨 0.3 실파 2.9 셀러리 5.6 물엿 13.4 설탕 2.9

파 1.1 마늘 1.0 양파 24.6 참깨 0.3 마늘 10.0

마늘 1.0 참기름 0.8 토마토퓨레 40.3 고추장 0.6 생강 1.0

참기름 0.6 간장 9.0 파슬리 0.8 당근 12.3 파 43.6

콩기름 3.4 고춧가루 0.3 청피망 10.1 생강 2.0 닭가슴살 60.4

간장 3.9 후추 0.01 마늘 1.1 양파 24.6 닭다리살 60.4

고추장 4.0

콩나물

무침

참깨 0.2 쇠고기 15.7 마늘 2.0 참기름 0.1

고등어

구이

(오븐)

생강 0.8 콩나물 48.2 피자치즈 8.4 배 2.2 콩기름 11.2

레몬 2.0 실파 1.1 치즈가루 4.3 돼지고기 140.9 청주 0.9

고등어 100.8 마늘 0.3 버터 2.0 참기름 0.8 간장 2.0

콩기름 2.2 참기름 1.3 올리브유 5.0 청주 2.0 겨자 0.2

청주 2.9 소금 0.4 콩기름 1.1 간장 23.5 소금 0.3

간장 1.3 배추김치 배추김치 50.4 소금 0.3 소금 0.3 식초 2.0

소금 0.4 토마토케첩 6.7 후추 0.01 후추 0.05

후추 0.01 하이스가루 5.6

미역줄기

볶음

　

참깨 0.2 배추김치 배추김치 50.3

배추김치 배추김치 50.4 배추김치 배추김치 52.6 당근 1.3

메론 메론 100.7 청피망 2.2

홍피망 1.1

마늘 0.7

팽이버섯 4.5

어묵 5.6

미역 28.0

참기름 0.4

콩기름 3.4

소금 0.4

부록 표 6-7.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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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현미밥

현미 20.0

차수수밥

차수수 4.5

현미밥

칠분도미 57.0

혼합곡밥

칠분도미 62.0

찰보리밥

보리 4.5

칠분도미 57.0 칠분도미 62.0 현미 20.0 현미 15.0 칠분도미 62.0

찹쌀 20.0 현미 15.0 찹쌀 20.0 찹쌀 15.0 현미 15.0

육개장

고사리 9.0 찹쌀 15.0

쇠고기

무국

　

　

　

고추 0.1 혼합잡곡 4.5 찹쌀 15.0

배추 20.2

돼지등뼈

소스찜

　

감자 33.6 무 25.0

시금치

된장국

마늘 1.0

두부

새우젓

찌개

두부 33.6

숙주나물 12.3 설탕 1.0 양파 4.0 시금치 40.3 마늘 1.0

양파 7.8 물엿 6.7 파 1.3 양파 1.1 양파 10.1

파 3.9 참깨 0.4 마늘 1.0 파 1.0 파 2.0

마늘 1.1 생강 2.0 쇠고기 20.0 멸치 1.1 애호박 25.7

쇠고기 17.9 양파 6.7 다시마 1.0 건새우 1.1 청고추 1.0

달걀 10.1 파 3.9 참기름 0.3 다시마 1.1 멸치 1.1

다시마 1.1 월계수잎 0.1 청주 0.3 고추장 2.0 새우젓 3.4

참기름 1.1 마늘 2.8 간장 2.0 된장 10.0 다시마 1.1

콩기름 1.1 돼지등뼈 215.0 소금 0.7 배추김치 배추김치 50.3 고춧가루 0.3

간장 2.2 새우젓 2.2 후추 0.01 우유 우유 200.0 소금 0.4

고춧가루 2.0 청주 2.0

도라지

오이무침

설탕 0.7

　

　

　

치킨

샐러드

　

당근 4.0

소금 0.05 커피 0.2 참깨 0.3
붉은양배

추
4.0

후추 0.01 고춧가루 2.0 당근 2.5 양상추 8.0

고추장 8.4 도라지 10.0 파프리카 4.0

된장 2.8 마늘 0.5 사과 7.3

우스터소

스
4.1

오이 30.0
닭가슴살 30.0

파 0.8

토마토케

첩
6.7

고춧가루 1.0
콩기름 1.0

고추장 5.0

핫소스 1.6 소금 0.7
머스터드

소스
6.0

후추 0.01 식초 1.0 샐러드드

레싱
7.0

부록 표 6-8.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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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식단명 식재료명 1인량(g/l)

알감자

고추장

조림

알감자 120.0

연두부찜

설탕 0.4

두부

양념구이

(오븐)

설탕 2.0

쭈꾸미

돈육볶음

설탕 2.0

메추리알

장조림

설탕 1.2

물엿 3.0 연두부 140.0 물엿 4.0 물엿 10.0 물엿 6.0

설탕 0.7 참깨 0.3 두부 120.0 당근 8.0 참깨 0.6

참깨 0.3 실파 2.9 참깨 0.4 양배추 25.0 양파 6.0

파 1.1 마늘 1.0 파 1.4 양파 20.0 청피망 3.0

마늘 1.0 참기름 0.8 마늘 1.0 파 4.0 마늘 0.8

참기름 0.6 간장 9.0 멸치 0.6 마늘 4.0 햄 5.0

콩기름 1.0 고춧가루 0.3 다시마 0.6 생강 0.8 메추리알 90.0

간장 3.9 후추 0.01 참기름 0.8 배 9.4 참기름 0.4

고추장 4.0

시금치호

두무침

호두 3.0 콩기름 1.0 돼지고기 80.0 콩기름 1.0

고등어

구이

(오븐)

생강 0.8 참깨 0.2 청주 2.0 쭈꾸미 50.0 간장 2.6

레몬 2.0 시금치 50.0 간장 6.0 참기름 1.6 배추김치 배추김치 50.3

고등어 90.0 실파 0.7 고춧가루 1.0 청주 2.5 우유 우유 200.0

콩기름 1.0 마늘 0.5 후추 0.02 간장 5.0

　

　

　

청주 2.9 참기름 0.3 배추김치 배추김치 52.6 고춧가루 6.5

간장 1.3 소금 0.4 메론 메론 100.7 고추장 14.0

소금 0.4 배추김치 배추김치 50.4 우유 우유 200.0 후추 0.05

후추 0.01 우유 우유 200.0

　

　

　

미역줄기

볶음

　

참깨 0.2

배추김치 배추김치 50.4

　

　

　

당근 1.3

우유 우유 200.0 청피망 2.2

　

　

　

홍피망 1.1

마늘 0.7

팽이버섯 4.5

어묵 5.6

미역 30.0

참기름 0.4

콩기름 1.0

소금 0.4

부록 표 6-8.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후 사례_고등학교 학교급식 겨울 식단 예시(계속)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안) 적용 전 식단과 비교하여 변화된 부분은 진한 글씨체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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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using the Target Median Intake method

Meeyoung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lunches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lying the nutrients 

needed by children.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are 

essential to ensure nutritionally balanced school lunches. The current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in Korea have room for 

improvement in that the standards are based on nutrient requirements 

only, not reflecting the actual nutrient intakes of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using the Target Median Intake method to minimize the proportion of 

students having insufficient dietary intakes. Three consecutive studies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 In the first study, the dietary intakes 

of eight groups according to sex (male and female) and age (6–8, 9–11, 
12–14, 15–17 years old) were assessed for nutritional adequacy. The 
one-day 24-hour recall data of 3,748 subjects aged 6–17 years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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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KNHANS) were 
adjusted for within-individual variance and used for the assessment. 

Overall, the results showed that vitamin A, riboflavin, vitamin C, 

calcium, iron, and phosphorus intakes were insufficient, and 

carbohydrates and sodium intakes were excessive. In the second study, 

the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were developed using the 

Target Median Intake method. The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contained the nutrients with relatively high prevalence of 

inadequacy based on the dietary assessment of children aged 6–17 
years. In addition, the energy and the proportion of energy from 

macronutrients were included in the standards. However, sodium was 

excluded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meet the standard because of 

the lack of an accurate database on the amount of sodium added 

during cooking of each menu in the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Phosphorus was also excluded from the standards because the 

deficiency symptom in healthy people was rare. The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were developed reflecting the Target 

Median Intake for the selected nutrients according to sex and age. In 

order to calculate the Target Median Intake, the usual intake 

distribution was shifted until approximately 5% of the group’s intakes 

were below the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and the median of this 

shifted intake distribution was estimated. The reference ranges for 

energy; the proportion of energy from carbohydrates, protein, and fat; 

and the reference amounts for vitamin A, riboflavin, vitamin C, 

calcium, and iron were presented in the developed nutri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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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chool lunches. The reference amounts of energy for male and 

female groups in elementary 1–3 school grades, elementary 4–6 school 
grades,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s were as follows: 500–600, 400–
500, 600–700, 500–600, 800–900, 650–750, 900–1,000, and 650–750 kcal, 
respectively. The reference amounts of vitamin A were 191, 161, 223, 

193, 291, 254, 354, and 265 ㎍ RE, respectively. The reference amounts 

of riboflavin were 0.37, 0.32, 0.48, 0.38, 0.61, 0.50, 0.73, and 0.55 mg, 

respectively. The reference amounts of vitamin C were 25.4, 26.1, 29.3, 

31.8, 40.0, 40.7, 46.7, and 41.9 mg, respectively. The reference amounts 

of calcium were 244, 235, 260, 250, 350, 319, 344, and 306 mg, 

respectively. The reference amounts of iron were 3.4, 2.9, 4.0, 3.4, 5.7, 

6.7, 6.3, and 7.1 mg, respectively. The reference ranges of the 

proportion of energy from carbohydrates, protein, and fat were 55–65%, 
10–20%, and 15–30%,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current standards, 

the developed standards showed higher reference amounts for all 

nutrients except for iron in females in elementary 1–3 school grades, 
calcium in males in elementary 4–6 school grades, and calcium and iron 

in females in elementary 4–6 school grades. In the third study, in order 
to review the adequacy of the developed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for an application in the field, a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and the developed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were applied to actual cases of school lunch menus. A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six nutrition teachers of two teachers each in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The nutrition 

teachers commented that the reference amounts of all nutrients ex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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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um in the developed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would 

be appropriate for a menu planning. Sample menus including the 

ingredients and amounts of the ingredients per person in seasonal 

weekly menus were collected from an elementary school, a middle 

school, and a high school in Bucheon City. The collected sample menus 

in each school were modified in order to meet the developed standards. 

The modified menus according to the developed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showed that the amounts of food items including 

milks, grains, fruits, and vegetables increased in the after-menu. On 

the other hand, the amounts of meat, fish, eggs, and beans decreased. 

The reference amount of iron was most difficult to meet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developed the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by adopting the nutrient targets 

which were set using the Target Median Intake method. The developed 

nutritional standards for school lunches in this study could minimize the 

proportion of students having insufficient intakes from school lunche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health.

Key words: School lunches, Nutritional standards, Nutrient targets, 

Target Median Intake, Usual intake

Student Number: 2012-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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