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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이

현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6년에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2011년 기

준, 학교급식에 연간 1,600억 원 이상의 우수 식재료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20여개에 불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센터의 운영

현황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

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두 번

째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양(교)사의 만족도 및 니즈를 조사

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센터에 대

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2011년에 운영되고 있던 전국 21개 센터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2012년 11월,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한 18개소의 자료를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센터는 식재료 공급기능의 수행여부 및 관리형태에 따라 관리

중심형(1개소), 관리·물류분리형(5개소), 물류중심형(12개소)의 세 가지 유형으

로 분류되었다. 센터의 운영주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4개소, 지방자치단체법인

이 2개소, 농협 또는 농업법인이 각각 6개소씩이었다. 식재료 공급기능을 수행

하는 총 17개소 중 7개소는 농산물만을 공급하고, 6개소는 농산물과 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4개소는 학교급식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품목을 공급하고 있

었다. 농산물만을 공급하는 센터의 경우, 농산물 이외의 다른 품목도 공급하는

센터보다 관내조달 비율(86.1%)과 계약재배 비율(85.7%)이 높았다. 센터의 운

영과 관련하여 운영위탁 절차, 식재료의 공급 범위, 식재료의 가격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미비한 것이 센터 운영의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센

터 운영자들은 향후 센터의 공급품목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센터 제도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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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수 식재료비의 센터를 통한 지원, 센터의 공공성․공익성 확보가 필요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 영양(교)사의 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

도 및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광역센터 2개소와 지역센터 2개소를 이용하는

영양(교)사 총 1,102명을 대상으로 2011년 7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 593명(응답률 53.8%) 중 응답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한 15명을 제외

한 5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센터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는 지방

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또는 이용 권장이었다(55.5%). 식재료와 운영체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영양(교)사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5점

척도의 3.3점). 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의 품질․신선도, 배송의 정확성, 발주

시스템의 편리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3.6점 이상) 식재료 반품․교환의 용이성

과 공급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3.0점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센

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35.1%). 구매업무의 편리성(37.9%)과 식재료의 안전성 향상

(25.1%)을 위해 센터를 통한 식재료 일괄공급 체계로의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54.5%) 독점공급으로 인한 식재료 가격상승을 우려하였다(63.8%). 또한 효율

적이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센터에 대한 평가제도의 도입

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86.7%). 세 번째 연

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효과,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

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높고(연구 1) 또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

악된(연구 2) 센터 1개소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2012년 7월 해당 센

터를 방문하여 센터운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센터 관계자, 관련 농가, 영양

(교)사, 배송업체 대표 각각 2명씩, 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면

접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하여 주제별로 요인을 분석하였고, 도출된 요인에 대

해 전문가 6명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센터 운영의 효과로는 소득 및 가격의

안정성 증가, 식재료의 품질, 센터 및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 증가,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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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인하 및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분석되었다. 센터의 성공요인은 센터장

의 리더십과 사명감, 경쟁력 있는 운영시스템으로 집약되었다. 경쟁력 있는 운

영시스템의 하부요인은 센터의 균형적 운영체계, 합리적 가격체계,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협력으로 분석되었다.

센터의 장애요인은 식재료 공급품목의 다양성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센터의 이용자와

운영자 양측에 관한 양적․질적 연구로서,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나아가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만족도, 우수 식재료,

사례연구

학 번: 2007-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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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그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실시 목적의 핵심은 아동들의 건강증진과 자국 농산물의

소비기반 확보에 있다. 이 중 어느 편에 비중을 더 두는가에 따라 학교급식정

책 업무를 교육부서에서 관장하기도 하고 농림부서에서 관장하기도 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 1981년, 학생의 건강증진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

법이 제정되어 교육부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농림부는 우유와

쌀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 무상제공, 학교급식용 정부

미의 저가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대통령선거공약 등

을 통해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정책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부터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IMF와 농업개방 등으로 농산

물의 국내 소비 위축과 수입 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농업의 탈출구로 인식

되었다(김홍배, 2004). 이러한 인식은 농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의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운동’으로 표출되었다.

그 결과 2003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006년 학교급식지원센

터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2004년부터 관내 학교에 우수 식재료

비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초․중․고등학교의 74.7%인

8,578개교에 1,631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교육부 a, 2013).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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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학교의 급식에 소요된 연간 식품비 2조 9,756억 원의 약 5.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우수 식재료비는 전체 학교 중 1/3에는 현물로, 2/3에는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b, 2011). 현물지원은 여러 단계의 유

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내 농협 등을 통해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

물 등 우수 식재료를 학교로 바로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형태

의 현물지원은 식재료 유통단계가 단축됨으로써 식재료의 품질과 신선도가 좋

고 가격이 저렴하며, 생산․유통과정을 믿을 수 있고 지역 농가의 수입 증대

및 농업 생산기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된 것이다. 시․군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의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

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었다(황윤재 등, 2011).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로 그 규모와 운

영형태가 다양하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학

교와 수의계약으로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산지와의 직거래 또는 도매시장 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조달한 후 가공 또는

소분하여 학교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2011년에 설립․운영되고 있던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21개로 이 중 2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운영하는 광

역센터였다.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을 돕는 사업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장-학교 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을 통해 학교급식에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고, 학교 텃밭 가꾸기, 농장견학, 영양 및 농

업교육 등 식품생산과 학생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USDA

a, 2013). 일본의 경우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을 통해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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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산 농산물의 판매, 생산자와 소

비자 간의 정보교환 등 농업인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하

고 있다(특산농산물협회, 2010).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

물을 활용하는 사업이 지역의 생산 농가와 학교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점

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인 학교

보다는 식재료 공급 매개자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 농산물뿐

아니라 학교급식 식재료 전반의 공급체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

품부)의 정책연구과제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양일선 등, 2003). 이 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기 시작

하였다. 이후 전라남도에서 학․농이 상생하는 모델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을 제안하였으며(조창완 등, 2005), 부산, 나주, 거창군 등 3개 지역의 학교급

식 우리농산물 공급 시범사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시 추가

소요비용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이 제시되었다(권영근 등, 2006). 법제화

이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실행연구(권승구 등, 2010; 김은진

등, 2011; 성진근 등, 2008)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우

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망 개발을 위한 연구(박영범 등, 2010)와 학교급식 운

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채성훈 등, 2010)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과제로 수행되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재료 유

통효율화 측면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있다(황윤

재 등, 2011).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지역순환

형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써 센터의 설립을 제안한 연구(김윤희,

2010; 김흥주, 2009; 김흥주, 2012; 하봉운, 2007), 더 나아가 센터를 민관거버

넌스 구조의 관리중심체계로 보다 구체화하여 제안한 연구(김형근, 2013; 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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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등, 2012)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외에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학

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시하였으며(고경선, 2010; 서정원, 2006; 장미숙,

2012; 황윤재 등, 2012), 센터가 설립되면 유통경로가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

감되어 식재료 가격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

하다는 수준의 제안도 있었다.(김경아 등, 2008; 김윤희, 2010; 노정옥 등,

2011; 박경애, 2010; 정숙임, 2012)

이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

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개편하려는 공급자 입장의 연구와 이러한 공급체계 개

편을 통해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로컬푸드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

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체계를 대규모화

및 일원화하는 것은 독점의 폐해가 우려됨(김성훈 등, 1998)에도 구체적인 비

용효과 분석 없이 장점만 부각시킨 경향이 없지 않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를 통해 식재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학교장의 식재료 구매권한을 교육청

이나 시․군 등 상위기관에 위임하며, 센터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는 학교급식

의 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급식의 최종 식사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식재료가 조리실로 반입된 이후 보관․조리․배식 등의 과정도 최종

식사의 질 결정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학교장은 한정된 급식예산으로 식재

료 선정․조달 뿐만 아니라 급식 작업과 식사의 질 및 안전 등 학교급식에 대

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식재료 공급체계 변경 등은 학교장의 의견

을 들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와 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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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학교 영양(교)사의 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함에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 목적은 세 가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자를 통한 센터 운영현황 파악, 센터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및 니즈 파악,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센터에 대한 성공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그림 1-1>과 같이 세 부분의 연구로 구성되었다. 연구 1은 학

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로 2011년 11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

던 학교급식지원센터 전부(21개소)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센터의 일반적 운영현황, 식재료 유통관련 운영현황과 센터 운영자의

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의 일부는 이미 발표되었다(조혜영 등,

2013).

<그림 1-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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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는 학교 영양(교)사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니즈

에 대한 연구로, 광역센터 2개소 모두와 지역센터 중 우수사례로 소개된 센터

2개소를 이용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와 센터의 운영체제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선호하는 센터

의 운영주체와 평가제도 필요성 등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의

일부는 이미 발표되었다(조혜영 등, 2012). 본 연구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최종

소비자는 학생이지만 학교에 입고된 식재료는 보관․조리․배식 등의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식사로 제공되므로 식재료를 선정․조달․검수 업무의 최일

선 담당자인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3에서는 연구 1의 결과, 지역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체계

이었으며 또한 연구 2의 결과,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가 가장 높았던 센터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자와 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생산 농가, 학교 영양교사와 배송업체 업주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해당 센터의 운영 효과,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교급식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뿐 아니라 인력, 시설, 자금

등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영양․위생․작업관리 등 다양한 관리활동과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지원

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식재료 공급, 그 중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지원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실태와 이용자 측면의 연구가 미비

한 가운데 센터 운영자와 이용자 양쪽을 대상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동

시에 진행한 연구로,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에 도움이 되도록 효

율적 운영방안 모색 및 활성화, 나아가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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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학교급식

1) 학교급식 제도의 도입 및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전쟁재해아동 구호를 위해 1953년 외국원조기관인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등이 지원한 농산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

생에게 제공한 무상급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73년 외국원조가 종료되면서

우리정부의 예산으로 빵, 우유 급식은 계속되었으나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 일

부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생산 농작물을 활용한 급식 및 도시 학교를

중심으로 자체조리 시범급식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던 중 1977년 급

식 빵으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하고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빵급식 제도는 전면 폐지되었다(양일선 등, 2006).

이후, 1980년대 복지국가 건설에 발맞추어 학교급식의 기본방향은 종래의

구호적 급식에서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영양급식으로 전환되었다. 1981년

학생의 건강증진과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제정되

어 학교 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우리 식문화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학교급식법, 1981). 한편,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의 체위향상과

국민 식생활 개선, 우유 소비의 저변 확대로 낙농기반 구축을 위해 1981년부

터 도서벽지 및 농어촌 시범급식 학교에 우유급식을 실시했으며, 학교급식을

통해 우리쌀 소비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 1990년부터 자체조

리 급식학교에 저가의 정부미공급 사업을 시행하였다(교육부, 1998).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1993년, 「’98년까지 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가 제14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이의 실행을 위해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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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 후원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원활한 재원

조달 및 급식확대사업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학교급식법, 1993). 초등학교

급식 확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중․고등학교 급식의 조기 확대를 요구

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학교급식 자율화」라는 공

약이 채택되었고, 이를 위해 199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위탁급식 제도’가

도입되었다(학교급식법, 1996). 그러나 예상과 달리 중․고등학교에서 위탁급

식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제15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전면실시」가 채택되었고, 1998년 5월, 대통령께서 「1999년 하반기까지

고등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를 지시함에 따라 고등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추

진되었다. 이후 초․중․고 연계급식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중학교급식 확대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부터

는 초․중․고등학교 전면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은 질

보다는 양적확대 측면에서, 내실보다는 실적위주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양일선, 2004).

한편, 2003년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마련되었다. 2006에는 25년 만에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되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학교급식 후원회 제도와 위탁급식 제도

가 폐지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 도입, 식재료․영양․위생안전관리 기준

정비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체제가 갖추어졌다(학교급식법, 2006).

2) 학교급식 제도의 개요 및 실시현황

(1) 학교급식 제도의 개요

우리나라는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

급함으로써 심신의 발달을 돕고, 편식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의 지도, 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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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고취시켜 전인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 식생활 개선과

국가 식량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학교급식법, 1981).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제도는 다음과 같다. 학교장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조리하여 제공한다. 영양관리기준,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급식관리를 하며 이를 위

한 인력으로 영양(교)사 등을 배치한다. 또한 학교급식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

을 위해 학생들에게 식생활에 대한 지도를 하며, 식생활 관련 영양불균형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상담을 한다.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

다. 시설․설비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이 원칙이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 농산물 사용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학교급식법, 2006).

학교급식은 영양관리, 위생관리, 시설․설비관리, 재무관리, 서비스관리, 영

양교육, 교육․훈련 등 여러 요소들이 하부기능으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김정래 등, 2002).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적절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확립은

바람직한 성장, 성숙과 함께 성년 이후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져 평생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이연숙 등, 201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가 중요하다.

영양관리에 근거한 식단계획으로부터 필요한 식재료의 종류와 양이 산출되고

이에 따른 식재료 구매, 작업관리, 위생관리, 배식관리, 급식 후 피드백이 이루

어진다. 한정된 학교급식 예산에 맞추어 기호와 영양의 균형을 이루고 위생적

이며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식재료 구매관리가 요구된다

(이종미 등, 2010). 주어진 시간에 음식생산을 완료하여 배식에 차질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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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계획적인 생산작업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전희정 등, 2012).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환자의 수는 수십 명, 수백 명에 이를 수 있고

학교는 수일 동안 수업활동에 지장을 받으므로, 식재료의 구매 및 검수단계부

터 보관 및 저장, 전처리 및 세척, 조리, 배식단계까지 전 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b, 2010). 또한, 급식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가관리를 해야 한다. 식재료비와 인건비가 급식운영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양일선 등, 2010). 식재료의 가격이 높아지면 선택 가능한 식재료의

종류가 적어지고, 이는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품질 속성 중에 하나인 메뉴의 다양성(양일선 등, 2008)에 영향을

주어 급식 만족도 저하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시설관리, 사무관리, 인력관리

등의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의 시스템을 도식화하면<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학교급식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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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급식의 실시현황

우리나라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12

년 기준, 전국 11,520개교(100%)에서 671만 명(99.5%)에게 학교급식이 실시되

었다. 급식운영 형태별로는 직영급식인 학교가 97.6%인 11,246개교, 위탁급식

이 2.4%인 274개교였다. 위탁급식 실시 학교 중 226개교는 고등학교였다.

학교급식에 소요된 경비는 2012년도 연간 5조 3,025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

계의 부담이 가장 커 43.7%인 2조 3,189억 원, 보호자 부담이 36.8%인 1조

9,511억 원,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16.7%인 8,869억 원, 발전기금 등이 2.8%

인 1,456억 원이었다. 지출 항목별로는 식품비의 비중이 제일 커 58%인 3조

773억 원, 인건비, 연료비,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가 34.6%인 1조 8,332억 원,

시설설비비는 7.4%인 3,920억 원이었다. 이 중 인건비는 운영비의 77.9%인 1

조 4,286억 원으로 전체 지출예산 중 27%를 차지하였다. 무상급식 확대에 따

라 보호자의 부담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부

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학교급식 인력은 영양(교)사 9,690명, 조리사 9,748명, 조리원 52,492명으로

총 71,930명이 종사하였다.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총 11,520개교 중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는 9,882개교로 나머지 학교는 교내에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인근

학교의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공동조리급식을 하였다(교육부 a, 2013).

교육부는 식재료 구입시 교육비리 근절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해 비대

면전자계약 확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등을 권장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a, 2010). 2010년, 전자계약 확대를 위해 기존의 G2B 식재료 전자조달의 전문

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사이버

거래소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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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의 문제점

학교장은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높으며 건강지향적인 음식

을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며, 합리적인 식생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헌고찰을 통해 나타난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학교급식과 교육활동의

연계가 미흡하였고, 급식 만족도가 높지 않았으며, 건강지향적인 급식운영도

미흡하였고,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환경과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

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에 대한 학교 밖으로부터

의 요구가 많았다. 또한, 학교급식의 연간 예산 규모가 5조 3,025억 원으로 막

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 증대를 위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관리기술 지

원도 미흡하였다.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활동의 내실화 및 연계가 미흡하였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영양교

육, 환경교육, 자연교육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기회가 적었

다(안진용, 2006).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교육이 초․중등학교로 연계되지 않

고 있으며, 간헐적인 식생활지도에 의존하고 있는 등 식생활교육 체제가 미흡

하였다(박대헌, 2010).

둘째, 건강지향적 영양관리 지침이 미흡하였다.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대

응하여 건강지향적인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영양기준량 외에 식품군별 기준량

제시가 필요하지만(임경숙 등, 2004), 학교급식법령에서는 영양관리기준만 정

하고 있었다(학교급식법시행령, 2007). 부산 및 경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35%만 아침식사를 매일하고 16%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김영훈 등, 2009), 점심급식의 영양기준을 1일 영양권장량

의 1/3로 정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식생활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셋째, 학교급식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다.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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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비, 인건비, 시설․설비비 등의 경비가 소요된다(학교급식법, 2006).

2012년도 연간 5조 3,025억 원이 급식경비가 소요되었는데, 그 부담비율은 교

육비특별회계 43.7%, 보호자 36.8%, 지방자치단체 16.7%, 발전기금 2.8%였다.

이중 보호자 부담은 2005년 77.1%, 2010년 60.8%, 2011년 48.3%, 2012년

36.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자 부담

이 감소한 이상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부 a, 2013).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등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연간

4,400억 원의 식재료비가 추가적으로(1인 1식당 초등학교 300원, 중학교 375

원, 고등학교 450원) 필요하지만(권영근 등, 2006) 2012년, 지방자치단체는 이

에 절반도 못 미치는 예산을 지원하였다(교육부 b, 2013). 한정된 식재료비의

범위 내에서 식단을 작성함에 따라 식단 수를 채우는 것이 우선되고 학생의

기호와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식단을 작성하기 어렵다(안진용, 2006). 또한, 학

교급식에 종사하는 7만여 명의 인건비 부담도 학교급식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중앙일보, 2012).

넷째,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품질 속성은 음식의 맛, 배식원

의 친절성, 메뉴의 다양성 순으로 분석되었다(양일선 등, 2008). 연차별 학교급

식 만족도 분석 연구에서 음식의 제공량, 메뉴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는 전

년대비 변화가 없었고, 급식정보 제공 등은 전년대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만족도 점수는 학생 68.2점, 학부모 72.1점, 교직원 82.6점으

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간에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다. 학생의 의견에 귀 기울

이고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보숙 등, 2009). 부

산 및 경남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

항은 후식 종류의 다양화와 후식과 식단의 조화, 개선해야 될 품질 항목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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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반찬, 국, 후식), 조화성(음식 재료, 음식 색깔), 의사소통(급식에 관한 학

생과 종사자), 분위기 등의 영역으로 나타났다(김영훈 등, 2009).

다섯째,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환경 등이 미흡하였다. 2003년부터

학교급식에 HACCP 시스템을 적용하고 위생안전사고 방지대책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에는 학교급식 위생

관리 지침서 3차 개정판을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위생․안

전점검 강화, 위생교육 강화 등을 하고 있으나 보다 선진화된 식품안전대책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곽동경 등, 2005).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식재료 및 남은 조리식품의 보관에 필요한 충분한 냉장․냉동시설 확보

가 필요하며, 주방바닥을 dry kitchen으로 유지하고 오염 및 비오염구역 구분

등을 위한 시설 등 급식시설․설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상수 사용 확

대 및 안전강화, 지하수 소독 강화, 정화된 공기 공급 등 급식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하상도, 2008).

여섯째, 학교급식은 식재료의 물류 효율이 낮은 구조이다. 학교급식은 방학

을 제외한 연 180일의 낮은 가동률, 장기보관이 가능한 식품 이외는 당일배송

당일사용 원칙, 한 식단에 농․축․수산물 등 다품목 소량주문으로 공급업체

가 구매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은 물류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이다(채성훈 등, 2010). 그러다보니 식재료 납품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규

모의 경제 발생이 어려우며, 규모화 효과도 미미하고 물류비용도 매우 높은

전형적인 세분사업의 특징을 가져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은 도소매업자, 전처

리업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담당하고 있다(안진용, 2006). 이러한 식재료 공

급업체의 영세성으로 식자재 납품시 품질이나 위생에 많은 문제점 제기되고

있다(곽동경 등, 2005). 학교 식재료 구매는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는 체계이

며(김선희, 2011; 박영범 등, 2010; 위태석 등, 2004; 허남혁 등, 2012), 개별학

교의 공급계약 체결, 식품 부류별 발주로(박영범 등, 2010; 황윤재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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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비효율이 크다며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일괄 공

급체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 황윤재 등,

2011) 의견이 많았다.

일곱째,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친환경농산

물 급식에 대해 97%가 찬성하였고, 그 이유로 약 70% 정도가 건강 때문이라

응답하였다(김지영, 2012; 이연숙 등, 2008). 영양(교)사도 건강상의 안전성을

이유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였다(김윤희, 2010; 박경애, 2010). 그러나 친환

경농산물은 높은 가격, 일정치 않은 품질, 불안정한 수급, 친환경농산물의 진

위여부 문제가(박경애, 2010; 정윤이, 2007; 최은주, 2010) 있으며, 친환경채소

가 일반채소에 비해 미생물적 품질이 더 위생적이라고 할 수 없다(김양숙,

2007). 또한, 미국에서 과일, 채소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및 질병발

생도 증가하고,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샐러드바가 35.4%, 과일 20.8%, 상추

16.7%, 새싹 9.4%, 양배추 5.2%, 당근 3.1%, 토마토 2.1% 등임을(강동현,

2010) 고려하면, 생채소류를 통한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농장에서부터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남

은경, 2004)는 의견이 있었다.

여덟째,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 미흡하였다. 학교의 영양사

들은 급식운영 및 행정담당 전문인력의 부족과 상급기관의 정책적 지원 부족

을 지적하였다(김경미 등, 2001). 김정래 등(2002)은 학교급식의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이 지니는 교육적․영양학적 중요성에 비추어 학교급식은 국

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급

식운영관리기술의 개발 및 보급, 종사자 교육훈련, 학생 및 교직원 식생활 지

도자료 개발, 급식시설 위생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실무적인 기술을 효율적

으로 지원할 급식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국

립급식경영지원기구(National Food Service Management Institute)와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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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조정․심의하는 의결기구로 학교급식심의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심의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의 관련 공직자, 교수 및 사회단체 인사 등이 포함되며 위원장

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홉째, 학교급식은 정치적으로 확대 및 발전되어 왔으며 이해관계자가 많

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급식확대사업은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채

택되어 이루어졌다. 2003년에 출범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

민운동본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조례 제정과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에 큰 영향을 미쳐 시민사회단체는 학교급식 여론의 선도세력으로 자리매김

하였다(안진용 2006).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로컬푸드 관련

연구자들은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시민단체의 참여

를 주장하였다(김선희, 2011; 김형근, 2013; 김흥주, 2013; 허남혁 등, 2012). 농

협 등 생산자단체는 학교급식을 통한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평생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어 향후 농산물 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친환경농산물은 청소년

보건 증진은 물론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우리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학교급식에 접근하였다(안진용, 2006). 또한

학교장이 학교급식의 식재료 구매계약의 당사자이며, 학교급식법에 이러한 권

한을 위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

한다고 지적(채성훈 등, 2010)하기도 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도

록 규정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은 없음에도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은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내 대다수의 학교가 식재

료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센터는 식재료 납품에 의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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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었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청구되기도 하였다(문화일보, 2013).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와 친환경농산물 이용에 소요되는 식재

료비 전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농산물은 100%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위학교의 보호자부담 급식경비 중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소요되는 금액의 40%를 부담하도록 하였다(장미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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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인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우

수 농산물 지원제도, 센터 제도의 도입과정과 센터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이 제시한 센터의 필요성,

운영방안, 운영현황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 제도 도입 등 학교급식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는 1997년 외환위기로 농산물 소비부진과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농가경제 침체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로 인식되어 농업계로부터

본격화되었다(김홍배, 2004). 2000년대 초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정의 이행과

새로운 WTO 다자간 농업협상의 진행, APEC에서 자유화 논의, 칠레와의 자

유무역협정(FTA) 등 빠른 속도로 농업교역의 개방과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

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유통효율성 증대 방안 등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모색과 함께 국내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가공 수요 개발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임정빈, 2002).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어 “학교급식 식재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

로 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권오을, 2001). 농협중앙회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학

교급식 제도를 소개하면서 학교급식을 통해 형성된 식습관은 국민 전체의 식

생활을 좌우하고 농업구조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식량안보와 직결되므로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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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국내산 농축산물이 최대로 활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급식 재

료의 질 개선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림부의 역할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

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교육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지역산 고품질․안전 농

산물을 공급토록 지원할 것과 이를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등 우리나라 학교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김홍배, 2001). 농촌경제연구원의 학

교급식의 식재료 사용실태 분석연구에서 위탁급식의 경우 부식비 비중이 급식

단가의 39%로 직영급식의 68%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직영급식보다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고되었다(이계임 등, 2002).

또한 1992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한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되어, 1998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이 전면실시되고, 2000년부터는 고등학교,

2003년부터 중학교 급식이 전면실시되는 등 학교급식의 양적확대는 이루었으

나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는 증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00년도의 전국 식중독 발생 환자수 7,269명(104건) 중

섭취장소별 식중독사고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서 43건

(5,67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며, 이는 단체급식의 증가 및 학교급식 위

탁업소 등에서 낮은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이

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 2001). 이와 같이 학교급식에서 자주 발생

하는 식중독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저급·수입농산물 사용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자녀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자는 학부모들의 상생인식이 확산되며, 2002년에 학교급식전국네트

워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출범되는

등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토록 명문화하자는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김홍배, 2004).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교 급식확대사업이 완료되자 2003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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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의 정책을 그동안의 양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질 중심의 운영의 내실화 정

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개선 5개년 종합대책을 국무조정실과 함께

수립하였다.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추진과제로 8개 대과제와 30개 세부과제

를 선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담당부처가 해당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우수 농산물 사용확대의 대과

제 수행을 위해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사용 확대, 자기고장 농산물 사용운동

전개, 범국가적 우수 농산물 지원여건 조성, 학교급식에 시·도 및 시·군·구의

적극 참여 확대 등의 세부 추진과제가 선정․추진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a,

2004).

시민단체 등의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운동의 결과는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2003년 10월 20일 제정․공포된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나타났다. 동 조례는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발의에 의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을 촉진하였다(길종백 등, 2005). 동 조례

의 제정 과정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즉, 지방자치제

도의 벽을 넘어 지원하는 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학교

급식에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의 판매 촉진,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연계되는 효과가 있어 가능했다.

2003년 4월, 전라남도민 49,549명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현물 또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전라남도지사에게 청구하였다.

2003년 9월, 전라남도의회는 동 조례안 중에서 WTO 협정 논란의 소지가 있

는 부분 즉, 우수 농산물의 정의, 도지사와 교육감의 학교급식 업무권한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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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그러나 동 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현, 안전행정부장관)은 “현행 학교급식법상 학교급

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운영의 취

지 등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단체를 의미하므

로, 도지사가 소관사무가 아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개별법령에

지원근거 없이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이라

며 전라남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다. 2003년 10월,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

서 전라남도지사의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교육인적자원부, 외

교통상부, 농림부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며 당초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하

여 가결처리됨에 따라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

례」는 전국 최초로 2003년 10월 20일자로 제정·공포 되었다(전라남도의회,

2003).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공포되자 2003년 11월, 행정자치부는 상위법에서 위

임하지 않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으로 동 조례가 무효라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전라남도 농민단체 등은 상경하여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이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사항이 아닌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가능

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정부와 농민단체 사이의 이견과 부처 간의 이견에

대해 당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주관하고 있던 국무조정실은 행정자

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이로써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학교급식법 시행령, 2003). 한편, 식재료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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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04년 7월 국무조정실은 농림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시․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시․군․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

안」을 시달하였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 제도의 도입에 있어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국내산 농산물 사용 요구에 대해 정부는 WTO협정 등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우수 농산물로 바꾸어 표현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길종백

등, 2005). 한편, 정부는 2006년 1월 학교급식을 포함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조달협정 적용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을 위한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11년 개정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학

교급식에 대한 우리농산물 우선 구매 등 내외국산 차별조치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외교부, 2011; 정준호 등, 2012).

이와 같이 우수 식재료 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1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94%인 215개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었

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약 32%인 74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그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다(김은진 등, 2011).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은 2011년에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74.7%인 8,578개교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1,63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식에 사용된 전체 식품비 총액 2조 9,756억 원의 5.5%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교육부 b, 2013).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친환경쌀, 친환경농산물, 우수 축산물 지원 등

다양하게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기 전에

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지원 후에는 시도

별로 차이가 있지만 매년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교육부

c, 2013).



- 23 -

2)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의 도입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확산되자 농림부

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학

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에 대한 학교 영양사, 행정실장, 학부모 등의 요구가 많았다며,

학교급식에서 국내농산물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모델로 로컬푸

드 시스템을 구축하되, 시․군 학군별로 학교급식 식재료를 일괄 조달하는 네

가지 모델을 제안하였다(양일선 등, 2003).

전라남도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순천지

역은 순천농협, 나주지역은 나주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지원하였다. 이어 전라남도는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지원 모

델 개발 연구를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학교에서 현금지원 보다 현물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도의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의 수행 및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학․농이 상생하는 모

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되 그 운영 주체는 교육청이 되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 하여 조달하고, 유통은 농․수․축협, 학교급식 유통

업체 등 기존의 유통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조창완 등, 2005).

2006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 농림

부, 농협중앙회의 협조로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공급 시범사업이 행해졌다. 연

구자들은 시범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도․농복합지역과 농촌지역은 기존 거점

산지유통센터 또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등 지역농산물 상설매장 중심의 권역

별 공동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지역은 전문업체 중심 또는 식자재 유통센

터 설치를 통한 구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교급식을 재조직화 할 것을 제

안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학교급식의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 24 -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상설기구로 발전시키며, 센터는 학교

급식 의사결정과 운영 관련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수행하며, 물류 등의 하드웨

어적 기능은 지역농산물 상설매장 또는 식자재 유통센터 등을 지정 관리․감

독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단위에서 표

준(추천) 식단의 작성, 지역생산자와 학교의 교류확대, 생산농가와의 지역농산

물 계약생산, 산지 또는 가공공장 등과의 식자재 거래, 지역농산물 또는 식자

재 정보 공개, 지역농산물 상설매장 또는 식자재 유통센터 설치를 지도․감독

하며 유통업체 심사․선정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농산물 또는 식자재 가격 산

정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권영근 등, 2006).

한편,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학교급식법 개정

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국내산 농산물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입법화 노력을 하였다. 정부발의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교육인적자원부 b, 2004)의 입법예고안 중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에 “학교

급식 식재료의 계획적인 생산 및 조달과 공급 및 위생 등 품질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동 기능을 식재료의 생산․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복기왕, 2004; 최순영, 2004).

당초 정부안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학교급식 관련 정보네트워크의 구

축 및 관리, 학교급식 영양․위생․조리․경영관리 등 기술에 관한 연구․개

발 및 보급, 학교급식 운영실태 평가 및 자문, 학생 식생활지도 자료 및 프로

그램 개발, 급식관계자 교육․훈련 등 급식관리기술 지원 위주의 기구였다.

이와 같이 농업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구축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2006년 대규모의 서울시내 학교 식중독 사건이 발생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된 정부발의 개정법률안 등 6건의 개정법률

안을 국회교육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하여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개정하는 과정

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대한민국국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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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초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센터의 기능은 제외되고 식재료

공급 기능만을 가진 센터로 축소되었다. 또한 센터의 설치․운영권자도 교육

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학교급식법』 제5조 제4

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그 당시 일부지역에서 식재료 공급기능을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

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정하기는 많은 어려

움이 있어 학교급식법에서는 그 설치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었다(학교급식법, 2006).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후, 교육인적자원부

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조례 개정안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모형(안)을 시․

도와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이는 2004년 7월 국무조정실에서 시달하였

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였다. 동 개정 표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

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로 정의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의 주요내용은 <표 2-1>과 같다. 이는 학교급

식지원센터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재료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며, 필

요시 센터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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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근거

설치목적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표준안

정의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
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
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

조례 개정표준안

설치권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학교급식법

센터업무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신청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시․군․구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등

조례 개정표준안

센터시설
필요시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물류창고 및 차량기
지, 급식지원 컨설팅 연구소 등 설치 가능 또는 위탁 가능

조례 개정표준안

센터형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 조례 개정표준안

센터운영
필요시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
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가능 

조례 개정표준안

<표 2-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모형(안)으로 (1)지원센터 물

류․유통 통합직영형, (2)지원센터 유통 분리형, (3)위탁 유통센터형, (4)인증등

록 유통업체 관리형, (5)위탁 유통센터 혼합형의 5개 유형을 제시하였다.

(1)과 (2)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물류, 1차 전처리,

유통, 지원 등 담당, 농가와 계약재배)를 직영하되, (1)은 센터에서 직접 학교

로 물류를 공급하고, (2)는 센터와 학교사이에 유통업체를 두어 센터의 미취급

품목의 조달과 센터 식자재 배송업무 등을 담당하는 형태이었다. (3), (4) 및

(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유통센터 지도․감독 등)를

운영하되, (3)은 대규모 학교급식 유통센터(물류, 전처리, 농가와 계약재배 등)

를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4)는 도시형으로 별도의 유통센터를 건립하지

않고 기존 유통업체를 선별 등록․인증하여 활용하며, (5)는 도․농복합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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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학교급식유통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이 유통센터는 유통업체를

선별 등록․인증하여 대리점체계로 활용하는 형태이었다.

이러한 모형들은 기존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식재료 유통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식재료를 조달하던 방식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구매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모형들이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우수 식재료

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타 지역 농산물, 가공품, 공산품 등 급

식재료 거의 전품목을 공급하는 지역개념이 배제된 운영모형들이었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선행연구

(1)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문헌조사에서 나타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농림부 또는 농업 관련 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에 대해 식재료 유통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

기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로컬푸드

관련 연구자들은 식재료 구매제도의 문제점도 일부 제기하며 학교에 로컬푸드

를 공급하여 지역순환형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식재료 유

통경로가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어 식재료 가격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

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학교급식 식재

료 구매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는 식재료 공급체계가 문제이다. 학교급식에는

200～300가지가 넘는 품목이 사용되어 전국 물류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5～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므로 식재료 원산지, 안전성, 신선도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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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으며 각 단계별 유통과정의 비용 등으로 식재료의 질이 떨어지게 된

다(김선희, 2011; 박영범 등, 2010; 위태석 등, 2004; 허남혁 등, 2012).

둘째, 단기적 공급계약으로 안정성이 낮다. 학교와의 공급계약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계약재배 등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

고 시장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양일선 등, 2003; 황윤재 등, 2011).

셋째, 개별 학교 차원의 공급계약 체결로 인한 비효율이다. 업체측에서 볼

때는 매달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가 바뀔 수 있고, 공급대상 학교도 인접해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물류비가 발생하므로 식재료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박영범 등, 2010; 황윤재 등, 2011).

넷째, 부류별 분할발주에 의한 물류의 비효율이다. 학교는 식재료를 곡류,

채소․과일류, 육류, 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입찰을 하여 공

급업체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 행정비용과 물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

는 식재료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황윤재 등, 2011).

다섯째, 학교와 식품유통 시장의 식재료 표준 차이로 인한 비효율이다. 학교

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품질기준이나 포장 규격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준․

규격과 달라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박영범 등 2010; 황윤재 등, 2011).

여섯째, 최저가 입찰 등 식재료 공급 계약방법이 문제이다. 식품의 특성상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이는 곧 식품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교급식에서 안

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을 어렵게 한다(김선희, 2011).

일곱째, 입찰 관행으로 농민은 학교에 직접 농산물을 공급할 수 없다. 학생

들은 농업맹, 식맹이다. 학교급식을 통해 세계 먹거리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먹거리 교육을 통해

지역먹거리체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김선희, 2011; 김형근, 2013; 김

흥주, 2013; 허남혁 등, 2012).

그 외 식재료 유통업체의 영세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며 식재료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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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소홀할 수 있다(박영범 등, 2010; 양일선 등, 2003). 식재료에 대한 비전

문가인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백승우 등, 2005)는 의견도 있

었다.

한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의 문제 이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의 영양사, 행정

실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의 식재료 이용 및 소비실태 현황 설문

조사에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법으로 “신

뢰할 수 있는 유통체제 구축” 요구가 가장 많았다(양일선 등, 2003).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조사에서 학부모의 95.6%가 친환경농산물 학

교급식에 찬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68.4%가 안전성 때문이었고,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설립에 대해 71.6%가 찬성을 하였다(유찬주 등, 2011).

둘째, 유통경로 단축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식재료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할 수 있어 학교는 신선한

재료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급식비 인상이 줄어 들 것이며, 효율적인 급식

예산 집행으로 급식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경아 등, 2008; 김윤희,

2010; 노정옥 등, 2011; 박경애, 2010; 정숙임, 2012).

셋째,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

써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질 향상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경선, 2010; 서정

원, 2006; 장미숙, 2012; 황윤재 등, 2012).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수행 및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

취시킬 수 있다(조창완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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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안

문헌조사에서 나타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물류중심형과 관리․물류분리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 2-2>. 농업 관련

기관의 연구자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며 농산물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 전품목을 직접 또는 물류센터를 통해 일

괄 공급하는 물류중심형 체계를 제안하였다. 로컬푸드관련 연구자들은 학교급

식지원센터를 민관이 협치로 운영하며 농산물 등 물류이동은 물류센터에 수수

료를 주고 위탁하는 관리․물류분리형 체계를 제안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중 물류중심형의 연구로, 박영범

등(2010)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문운영주체가 운영하고, 실무협의체 운영 및

관리, 식재료 수급관리, 유통수행 및 관리, 기타 실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과일 및 채소류, 수산물, 축산물 등의 식재료는 시․군단위 자급이 불가하므로

광역단위 사업시스템으로 통합하여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

였다. 채성훈 등(2010)은 대도시에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도

시에는 기존에 설치된 산지유통센터(APC), 파머스마켓, 영농법인 등에 지역학

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할 것을 제안하였다. 황윤재 등(2011)은 학교급식지원센

터가 종합물류를 관리하여 지역식재료뿐 아니라 일반식재료까지 공동구매 및

확보하며, 안전성 검사 등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식재료를 집산시켜 일괄 배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한 친환경농산물 사용확대를 위해 친환경광역물류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대규모 물류 및 유통기능만 강조하는 학교급식지원

센터가 운영되면 지역이 사라지고 관계가 실종되며 공간적이든 사회적이든 거

리가 확산되고 원산지 위조 등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

다.(김흥주, 2009).



- 31 -

구분 박영범1) 채성훈2) 황윤재3) 김은진4) 허남혁5) 김형근6)

센터
유형

물류중심 물류중심 물류중심
관리․물류

분리형

관리․물류

분리형

관리․물류

분리형

물류
시설

기존 시설
활용 등

기존 시설
최대 활용

친환경광역
물 류 센 터
설치

기존 시설
활용

배송업체의
시설 활용

배송업체의
시설 활용

배송
물류센터
직접 또는
전담업체

전담업체 전담업체
물류센터
직접 또는
전담업체

전담업체 전담업체

공급
품목

전 품목 전 품목 전 품목 단계적 확대
전 품목
(학교에 재료
선정권 부여)

농산물,
가공품,
일부 가금류

운영
주체

생산자단체 - - 민관협치 민관거버넌스 민관거버넌스

납품
가격
결정

- - -
구입가+물류
센터․배송
업체 수수료

-
구입가격에
5-15% 수수
료 더함

표준
식단

지역단위 표
준식단제

표준식단 권장식단 - - -

기타

․수의계약
확대

․학교의계약
권한을시․
군, 교육청에
위임
․식재료규격
표준화

․수의계약
확대

․계약기간
연장

․수의계약
확대

․지방계약법
개정필요

․식재료규격
표준화

․센터단계적
확대 추진
․학교의구매
권한을
센터로위임

․로컬푸드
․사무자동화로
운영비최소화
․센터자료
공개

<표 2-2>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비교

1) 박영범, 임성규, 정상택, 이영진 (2010). 지역 우수식재료 학교급식 공급망(SCM) 개발연구.

농림수산식품부 보고서.

2) 채성훈, 송동흠, 김태성 (2010).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실태및활성화방안연구. 교육과학기술부보고서.

3) 황윤재, 국승용 (2011). 학교급식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식재료공급을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은진, 권승구, 최동근, 송동흠 (2011). 강원도형 친환경 급식확대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

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교육청 보고서.

5) 허남혁, 정준 (2012).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 충남리포트 제70호. 충남발전연구원.

6) 김형근 (2013).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의 공공적 성과 분석: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례를 중

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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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물류분리형의 연구로, 김은진 등(2011)은 강원도형 지역산 친환경식재

료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생산자조직 육

성을 통한 계약재배의 확대, 공공형 물류유통체계의 구축 및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학교의 구매권한을 센터로 위임하

여 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적인 기관으로서 적정 가격과 품질의 식재

료를 조달할 것과 물류유통센터에는 물류유통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학부모, 생산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

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허남혁 등(2012)은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상품공급자와 배달자를 통합 관리하는 형태 즉, 센터는 상품목록을 관리하며

학교로부터 주문을 받아 공급자에게 발주하면 공급자는 배달자 창고로 물건을

집결시키고 배달자가 학교로 배송하는 형태를 제안하였다. 동 모델은 사무 자

동화를 통해 식재료 품질기준과 상품목록 등을 실시간 공개하고 운영비를 최

소화하는 형태라고 하였다. 또한, 충남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델이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교육, 상품목록기준 마련, 지역센터와 광역센

터간 물품교육 네트워크의 관리, 타 지역센터와 물품교류 등의 역할을 하는

접점으로서 가칭 “충남로컬푸드 학교급식정책센터”를 설립하여 민관거버넌스

형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울산북구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사례를 연구한 김형근(2013)은 동

센터를 학교급식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행정책임형 직영기구, 물류를 직영하

지 않는 콘트롤타워형 정책기구,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민관협력기구로 그 성

격을 규정하였다. 울산북구센터는 생산계획, 공급품목 선정, 물품 등록, 교육과

체험 등이 센터의 주 역할이며, 자체 물류시설은 갖추지 않고 적정 시설기준

을 충족하는 배송업체를 공모하여, 생산자가 배송업체로 직접 물품을 배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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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가급적 원물 형태로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자가 수확 즉시 전

처리를 하도록 하며 소분도 생산자에게 맡기는 형태이었다. 학교의 식재료 납

품가격은 매입가에 배송 수수료를 더하여 책정하는 형식으로 농산물은 15%,

공산품은 5%의 배송 수수료율을 더하여 정하였다.

김호 등(2006)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의 설립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교육청담당자,

사무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주요 역할 및 기능은 학교별 식재료에 대한 수요

조사, 생산자연합회에 대한 품목 및 생산량 등 연간 공급계획 및 가격의 통보,

사업자 선정, 생산자와 소비자(학생, 학부모 등)의 교류 알선, 컨설팅과 안전성

검사 및 교육 등 사후관리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의사결정기구로 생산

주체, 담당공무원, 학교의 급식담당자, 공급팀,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급식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의 구성․운영을

제안하였다.

하봉운(2007)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비영리기구로

설립하여 반관반민의 인력구조로 운영하고, 식재료의 수요와 공급 조절 및 가

격 조정, 학교의 식단조사, 식단개발 및 연구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순환

형 자급기반과 우리농업의 활로와 안전한 식탁을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의 전

형 개발을 제안하였다.

특히, 관리․물류분리형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중요 의사결정이 생산

자, 학교, 센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에 의해 이루어짐이 필요하

다는 것이 강조되었다(김은진 등, 2011; 김형근 2013; 허남혁 등, 2012). 그러나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지역 친환경생산자

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매개하거나 직접 수합하여 공급하는 방

식은 시민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경

향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어렵고 기존의 공급업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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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소지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김흥주, 2013).

한편,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당일 오전에 학교로 배송되어야 하므

로 물류중심형, 관리․물류분리형 모두 전용 배송업체를 선정하여 활용하며,

식재료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를 희망하였다. 또한 물류의 효율

화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표준식단 또는 추천식단의 활용 등 식단을 가급적 통

일하여 소품종 대량공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 황윤재 등, 2011). 센터가 공급하는 품목도 농산물뿐 아니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는 모두 공급하며, 관내 전체 학교가 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

입할 것을 요구하였다(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 허남혁 등, 2012; 황

윤재 등, 2011). 센터의 설치는 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를 희망

하기도 하였다(김은진 등, 2011; 김형근, 2013). 일부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사

용하고 있는 식재료 품질기준과 규격, 거래단위 등이 시장과 맞지 않는다며

식재료 규격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하였다(박영범 등, 2010; 황윤재

등, 2011).

이러한 구매체계로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장의 식재료 구매권한을 시․군이나 교육청에서 위임받아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행 계약에 의한 법령

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 원인 것을 상향 조정하거나 학교급식지원센

터를 통한 구매의 경우 적용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박영범 등, 2010; 채성

훈 등, 2010; 황윤재 등, 2011).

위와 같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 이외에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확대

하여 해당지역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전반을 공급하고, 기초센터는 비교적 구

매․취급이 용이한 친환경쌀과 김치류, 가공식품 등과 지역농산물 공급을 담

당토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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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출하 전후에 산지와 센터 내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

시하여 사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광역센터는

안전성검사 시설․설비를 확보해 기본적인 안전성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

고, 기초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안전성검사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황윤재 등, 2012).

한편, 학부모들은 안전성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선호하므로 학교급식

의 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보다 GAP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유

찬주 등, 2011; 하상도, 2008)하였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

만 관리하고 생물학적 위해요소는 관리하지 않으므로 생물․물리․화학적 위

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전농산물 관리체계인

GAP농산물을 학교에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김양숙, 2007; 정덕화, 2011).

5)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에 그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설

치․운영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벽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 관할의 학교에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특수한 형태이다. 따라서 농

림부와 교육부 어디서도 공식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통해 그 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었다. 2010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

터의 수는 11개소(교육과학기술부 a, 2010), 2011년 20개소였다(교육과학기술

부 b, 2011). 이 중 2010년과 2011년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6개소로 절

반 정도였다. 2010년 운영된 센터 중 5개소는 2011년에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2011년에 새로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14개소였다.

한편, 김은진 등(2011)은 2011년 전국에 17개소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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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1)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2) 김은진 등 2011년3)

광역센터 1개소 2개소 1개소

지역센터 10개소 18개소 16개소

계 11개 20개 17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이 2011년 공통으로 파악하고 있는 학교급

식지원센터는 11개소에 불과하였다<표 2-3>. 또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2011년 6월 본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경주지역의 센터도 있음을 감안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을 하는 곳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수

에 대한 현황조차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이후 2011년 운영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를 21개소로 규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이지만 운영되고 있는 센터 21개소 중 2개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설

치․운영하였다. 19개소는 지역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전국 기초지방자치

단체 229개소의 8.3%였다.

<표 2-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현황

1) 교육과학기술부 a (2010).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http://www.mest.go.kr.

2) 교육과학기술부 (2011). 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학교급식 우수사례집.

3) 김은진 등 (2011). 강원도형 친환경 급식확대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

교육청 보고서.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또는 현

재의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운영현황을 파악한 문

헌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박영범 등(2010)은 지역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망 개발연구 과제를 수

행하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하고 있던 학교급식지원센터 11개소 중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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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 사업운영 실적이 없는 2개소를 제외한 9개소와 경기도 센터 2개소 등 총

11소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면접조사를 통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매출 및 인력규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현

황 및 지원방법, 학교와 계약형태, 수발주 등 센터의 세부적 역할, 센터의 농

산물 수급현황, 유통시설 보유현황, 급식 관련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광

범위 하고도 상세히 조사를 하였다. 채성훈 등(2010)은 박영범 등(2010)이 조

사한 학교급식지원센터 11개소 중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판단된 3개소를 제외한 8개 센터에 대해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해당 사업장이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로서의 지위,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교

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의 관계, 지역 학교급식에서의 역할과 비중, 학교급식

안정화를 위한 과제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고두신(2012)은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영양(교)사 346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2011년 43.9%가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으며 시작하게 된 배경은 교육

청의 방침 또는 지시 때문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친환경급식 이

후 식재료 품질이 가장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

서가 5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농산물 가

격 수준이 ‘매우 비싸다’ 9.2%, ‘비싸다’ 62.4%, ‘보통이다’ 27.5%로 ‘싸다’는 응

답은 1%도 안 되었다. 친환경농산물의 도매시장 유통비중 확대 및 생산출하

단위의 표준화․규모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제고 등 생산자와 소

비자가 공히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수행(2011)은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의 문제점으로 720개 학교의 식재료

를 공급하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성, 투명성, 객관성 등이 확보되었는지, 동 법인 산하 16개 출하회가 경기

도 친환경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지, 상품화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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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나 되는 높은 수수료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급식의 질과 친환경농업 육

성이 고려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은 다소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민간조직에 위탁 운영하던 센터를 농림진흥재단 중심의 시스

템으로 구축하여, 도내 모든 친환경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급시스템을 개

선하고, 농민과 영양교사 등이 참여한 원천적인 감시․감독 체계의 구축, 수수

료 체계에 대한 재검토 및 투명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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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과 지역농산물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 중심의

새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먹거리 교육을 통해 지역

먹거리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사회적 경제적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

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흥주, 2009). 문헌고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지

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이

용이 미흡했고, 미국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도 행정적 지원과 후원금에

의해 농장-학교 프로그램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일본은 학교, 생산자,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지산지소 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학교급식 지역농

산물 사용운동의 내용, 전개 배경, 이용현황, 정부의 지원, 운동의 성과 등에

대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이용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이용 운동은 2000년대 초 학교급식에 우

리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주장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주민발의로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03년 12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

단체장이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와 순천지역은 2004년부터 우수 식재료를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이용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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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군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려하고 정부는 WTO협

정에 위배된다며 “우수 식재료”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국무조정실

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조례 표준안’을 시달하면서 우수 식

재료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수산물 및 가공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이 적용된 축산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증 농특산물을 예시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조례 제정에 있어 지역산 표시문제로 시민단

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있었다.

전라남도와 달리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식재료비를 현물보다는 현금지

원의 형태로 지원하였다. 현금으로 지원받은 학교는 그 지원금으로 대체로 친

환경농산물을 구입하였으나 지역의 개념이 있지는 않았다. 또한 2007년에 학

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

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등 지역의 개념이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모델(안)에는 지역의 개념이 배제되고 학교가 필요

로 하는 거의 모든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는 정부가 지역산 농

산물에 대해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우수 식재료 보조비로 8,578개교에 1,631억 2,9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이는 지역 우수 농산물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향이었

다. 그 이유로 첫째, 서울 등 대도시는 지역농업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지

역농산물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이었고, 둘째, 과일, 채소 등은 시․군지역에

서도 자급이 불가함에 따라 타 지역산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농업

현실이었으며, 셋째, 지원조례 명칭이 우수 식재료 지원조례이므로 지역 식재

료 보다는 우수 식재료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액,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도(교육부 b, c, 2013), 지역 농산물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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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정준(2012)은 학교급식은 로컬푸드를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반드시 로컬푸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은 크

게 보면 소비자가 주도하는 로컬푸드 영역에 속한다며 학교급식이 공공급식이

나 지역생협 등으로 확대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학교급식에서 지

역농산물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보다는 식재료 공급업

자 역할을 하는 경향이지만 지역농산물 공급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정착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학교급식에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판로가 마땅치 않았던 지

역농민들에게 학교급식은 새로운 시장을 제공했고, 또한 친환경급식의 시작으

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는 등의 다양

한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고창석, 2011). 또한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과 연계되어 지역 영세 농업인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 여건

활성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안전한 먹거리를 학교 급식에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교육적․환경적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되기(김영 등, 2011) 때문

이다.

일부 센터의 예이지만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작물 다양성

이 증가한 효과를 나타내는 자료가 있다. 2004년 순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서 학교에 공급한 농산물은 친환경쌀 외 48개 품목이었는데 2010년에 공급 가

능한 농산물이 친환경쌀 외 95개 품목으로 크게 증가하였다(순천시, 2010). 우

리나라의 경우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산물만을 사용할 수 없는게 우리의 농업

현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만큼은 유통의 효율성보다는

지역의 농업과 학교의 연결체제를 우선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42 -

2) 외국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이용

(1) 미국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이용

미국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이용은 농장-학교 프로그램(Farm to School

Program, 이하 “FTSP”로 약칭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FTSP은

학교 식당에서 건강하고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농업·건강·영양교육의 기

회를 제공하며, 지역의 농부를 돕는 목적을 갖고 학교와 지역의 농장을 연결

하는 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폭넓게 정의된다. 학교급식에서 로

컬푸드 제공, 파머스마켓 샐러드바 운영, 영양·식생활 교육, 학교정원 가꾸기,

농부의 학교급식현장 방문, 학생 및 급식관계자의 농장 방문, 추수이벤트 등이

FTSP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Cornell University et al., 2007).

FTSP은 미국의 대안적 농식품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Allen et al., 2006). FTSP은 더 건강하고 더 신선한 식품을 학교에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과 지역농부를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부가

적인 소득원을 제공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부를

돕는 것이다(Vallianatos et al., 2004). FTSP이 많은 지역에서 확산된 것은 아

동의 건강과 비만아동 증가에 대한 위협, 현대 식품체계의 산업화 심화, 식품

생산과 소비 사이의 사회적 거리가 멀어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모아졌기 때

문이다(Bagdonis, 2009).

1972년에 아동영양법이 개정되어 학교급식과 경쟁이 되어 급식시간에는 판

매가 금지되었던 competitive foods의 판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정확보를

위해 많은 교육청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패스트푸드체인, 음료회사 등과

계약을 하였다(Nestle, 2007). 이러한 시책으로 학생들은 학교급식에서 제공하

는 음식보다 패스트푸드업체가 제공하는 a la carte 메뉴를 더 좋아하고 저소

득층 학생조차도 학교급식 참여가 저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급식 참여 저

조는 학교가 급식비용을 줄이고, 학교에서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기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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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음식을 사서 데워서 제공하는 급식(heat and serve)을 선호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자는 노력으로 200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초등학교 급식에서 지방과 설탕의 양에 제한을 두고 모든 공립학교에서 건강

에 좋지않은 식품과 음료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법제화하였다. 이러한 규제조

치가 중요성을 가짐에 따라 학교급식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선두로서

FTSP이 부상하였다(Allen et al., 2006).

FTSP의 개념은 1990년대에 각기 다른 두 지역에서 태동되었다. 하나는 플

로리다주의 USDA 컨설턴트가 학교구(school district)를 잠재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의 시장으로 보고 지역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하였다.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 학교구에서 지역 농가도 돕고 학교급식의 문

제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

다. 산타모니카의 과일 및 야채 샐러드바는 대 성공을 거두었다. 1999년 12월,

USDA, 지역사회식량안보연합(Community Food Security Coalition)과 식품정

의센터(Center for Food and Justice)가 공동개최한 워크숍은 FTSP의 전국적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Vallianatos et al., 2004).

FTSP은 기존의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건강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에

게 영양적인 식품을 제공하고, 농업 생산자의 생산품에 대한 시장을 제공하

는 기본적인 목적은 같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FTSP은

지역 생산자와 근처의 학교가 파트너가 되어서 지역 농가로부터 식품을 구입

하도록 연결하여 아이들이 맛있는 과일과 야채를 먹을 수 있고, 농부들은 추

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FTSP은 가공식품 보다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전국 규모의 상인보다는 지방의 상인을, 대규모 농가

보다는 소규모 농가를 더 중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공적인 것에서 사적인 것

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재정립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Allen et al., 2006).

FTSP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상인을 배제함으로써 생산자의 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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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수익과 소비자의 고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서로 다른 농부들이 학교에 생산품을 배송하는 것이 간단하지만은 않

았다. 이는 농가와 학교 모두에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운송비와 물류비도 적

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상인을 배제하였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많은 FTSP은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해서 중개인을 다시 개입시켜야 했다. 학교도 다수의

상인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농업 생산자와 가공자가 함께 일을

하여 대표자를 통해 주문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기를 희망하였다. FTSP은 식

품체계에서 다른 경제주체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Allen et al.,

2006).

FTSP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학교측에게는 기존의 급식보다 더 많이 가공

하고 저장해야 하므로 저장시설, 가공시설의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신선

한 농산물의 저장과 요리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 지식 및

인력이 부족하였다.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학생들의 선호도 문제, 1년 중 특정

기간 동안에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없는 계절적 요인도 있었다. 지역산

농산물 구매에 따른 주문과 배달, 대금결재의 복잡성, 급식회사를 통하는 것보

다 규모의 경제상 지역농산물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었다. 또한,

USDA 현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생산

자로부터 구입할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었다(김종덕, 2008). 생산자측의 장

애요인은 계절성에 있었다.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는 과일과 채소를 대량으로

가공하고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였으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GAP 인증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Goetz, 2011).

USDA에서 전국 규모의 2011-2012학년도의 FTSP 활동 조사에서 FTSP 참

여 기관이 43%, 참여할 계획인 기관이 13%로 조사되었다. 2011-2012학년도에

학교구의 식품 구매비는 25억 8,668만 달러를 사용하였는데 지역에서 직접 구

매한 것은 3억 5,460만 달러로 식품 총 구매의 13.7%를 차지하였다. 이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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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의 56%가 향후 로컬푸드(지역농산물)를 더 구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로

컬푸드 구매종류는 과일 30%, 채소 29%, 액상우유 15%, 빵류 9%, 허브 7%로

과일과 채소가 구입품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또한 USDA는 2012-2013학년

도에 FTSP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3,812개 학교구와 38,629개 학교에서

2,100만 명이 로컬푸드 생산품을 이용하거나 그들 식품이 어디서 생산된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USDA c, 2013).

FTSP은 처음에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행정적인 지원 하에 후원금

에 의해 확산되었으나, 「The Healthy, Hunger-Free Kids Act 2010」에 따라

FTSP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USDA는 학교에서 로컬푸드를

더 많이 구입하는 것을 돕고 또한 학생들에게 식품, 농업과 영양에 대해 강조

하는 교육활동을 돕기위해 학교, 주, 지역기관, 인디언부족 조직, 농업생산자

또는 그룹, 비영리단체에게 기관당 10만 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내의 기술적

지원과 경쟁적 보조금(competitive grant)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

는 총 비용의 75% 이내에서 분담하며 25%는 매칭펀드로 한다. 연방정부의 예

산 지원은 2012년 10월 1일까지 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그 후 매년 10월 1일

까지 500만 달러를 지원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학교 식당에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는 계획, 학교 정원가꾸기, 농장방문 조리교실과 같은 체험학

습활동, 정규 또는 표준 교과과정에 식품관련 교육활동 계획을 세워 신청해야

한다(USDA b, 2013).

미국은 FTSP 업무를 농무성 식품영양서비스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홈페

지에 FTSP에 대한 소개와 통계 등 많은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USDA a,

2013). 2007년 FTSP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해 National Farm to School

Network(NFSN)이 발족되었다. NFSN는 FTS의 연결과 확대를 위해 무료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정보제공, 네트워킹, 정책지원, 마케팅활동 등을 한다.

NFSN의 조직은 전략방향과 미션을 감독하는 자문단, 프로그램 활동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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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고 관리하는 전국 스텝, 8개의 지역 선도기관과 50개의 주 선도기관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급식관계자, 교사, 농부, 학부모, 정부관계자와 지역

사회 구성원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Farmtoschool.org, 2013).

미국의 FTSP은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자기존중과 사회정의를 극대화하는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이며 학교와 지역농부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프로그램

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생산자인 농부에게는 학교가 신선하고 맛 좋

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되고, 농사를 지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학교는 지역 농가로부터 더 많은 식품을 구입하여 신선

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식품과 영양에 대한 교육활동

은 새로운 교과과정의 표준이 되며 식품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교

에 대한 공적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사회에는 농토를 보존하고 식

품운반에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식품시

스템을 구축하여 협동정신을 기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Cornell University et al., 2007).

FTSP에 대한 평가는 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학생의 식사, 농가의 활력,

학교급식의 제공,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평가는 학생, 교사, 정책, 급식관리, 농부, 학부모,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FTSP의 평가 결과에 대한 문헌을 리

뷰한 것을 요약하면 <표 2-4>와 같다(Joshi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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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내용

1. FTSP

실현 가능성

급식관계자(응답자 383명)의 73%는 지역생산자로부터의 식품구매

에 관심 있음

참여 동기 : 지역경제와 지역 지원, 신선하고 질 높은 식품의 구입

장애요인 : 가격, 구매 관련 규정, 공급 가능성, 과일과 야채의

계절성, 식품안전, 행정기관의 협조부족 등

개선요구사항 : 계절별 지역 생산 품목 리스트, 건강․안전 정보,

학교급식 적용가능 레시피, 홍보물, 판매물품, 주문서 등

공급확대방안 : 식재료납품업자를 통한 공급, 지역산 농산물의 양

과 질 보증, 배송관련 리스크 관리, 업자와 경쟁 가능한 가격, 지역

산 과일과 야채의 가공

2. 학생에

대한 영향

지식의 변화 : 정원가꾸기와 농업, 건강한 식사, 식품자원, 자기고장

식품에 대한 지식 증가

태도의 변화 : 지난해 점심보다 FTSP 점심을 더 좋아함. 아침급식

에도 과일을 더 급식해 줄 것을 희망

행동의 변화

․1식당 과일․야채 섭취 증가 : (배식라인 이용자) 1.49 서빙 →

(샐러드바 이용자) 2.43서빙, 권장량의 125% 섭취

․배식라인(hot lunch)보다 FTSP 샐러드바 선호(1:2)

․건강한 식품 섭취 증가, 불건강한 식품 섭취 감소

3. 교사에

대한 영향

 정규교과에서 영양교육 이해하기 쉬움(78%)

 교사의 FTSP 점심 참여도 높아짐

4. 정책에

대한 영향

 교육청 영양정책의 변화 : 연방정부의 요구 이전에 FTSP 지지

․가능하면 지역산 식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

․영양교육, 학교 정원가꾸기(텃밭가꾸기)를 지원

시, 주, 연방 정책의 변화

․약 19개 주가 지역산 신선한 과일과 야채의 구입 관련 법률 제정

․FTS 촉진 및 교육적인 행사 마련

<표 2-4> Farm to School Program의 평가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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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내용

5. 급식

서비스에

대한 영향

 학생들에게 더 다양하고 많은 양의 과일과 채소를 제공 : FTSP

샐러드바에서는 평균 105%를 제공, 이는 배식라인에 비해 2배임

 학교 FTSP 급식 참여율이 높아짐 : 3～16% 증가.

 인건비, 시설비 증가 : 신선농산물 세척, 가공 등 추가 작업 필요,

샐러드바, 냉장고 구입비 등 초기 비용 필요

 FTSP 식사의 비용 더 소요 : 샐러드바 급식이 식품비는 약 20%,

인건비는 약 30% 더 소요

 FTSP 급식 참여확대로 수입증가 : 추가 소요 인건비 충당

 식재료 구매패턴 변화 : 지역산 구매 증가(전년도 15% → 43%)

 섭취율 증가로 쓰레기 발생 감소 : 약 47～50%의 쓰레기 감소

 급식관련 직원에 대한 영향 : 급식종사자의 직무만족 증가, 지역

산 식품에 대한 지식 증가, 지역산 재료 이용한 메뉴 개발

6. 농부에

대한 영향

 소농, 지역농부에게는 규모 있고 안정적인 시장이 됨 : 제한적인

자료지만 FTSP에 참여하여 농가의 소득이 약 5～10% 증가

 농장방문 등 학생에게 농업에 대해 가르칠 기회 갖음

 농부들은 FTSP 접근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철학적 지지, 아직

은 이익에 기여하는 바는 적지만 자부심 갖고 계속 참여 희망

7. 부모에

대한 영향

 가정의 생활양식과 식사습관의 변화 : 집에서 좀 더 건강한 음식

만들려고 함. 과일과 채소를 더 먹음. 설탕 사용량 줄임

․프로그램에 자녀의 참여로 인해 가정의 식사 개선(32%)

․지역농산물을 더 구입(32%)

․배식라인에 지역산 농산물이 많으면 추가 지불의사 있음(45%)

․식품, 농업, 영양과목은 장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임(90%)

8.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지역사회도 학교급식에 신선한 지역산 농산물 사용을 인지(86%)

 학령기 아동의 학부모는 학교 식당에서 신선한 지역산 농산물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10센트에서 1달러를 추가 지불할 의사 있음

출처 : Joshi A., Azuma A. M. (2008). Bearing Fruit: Farm to School Program Evaluation

Resources and Recommendations. Center for Food & Justice Urban & Environmental

Policy Institute Occidental College.

<표 2-4> Farm to School Program의 평가결과 요약(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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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이용

일본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이용은 지산지소(地産地消)라는 이름으로 시행

되고 있다. 지산지소 운동은 지역내 농가조직과 학교가 연계하여 급식재료를

조달하고, 이웃 주민들과의 친숙도 증진으로 지역공동체 문화를 보존하는 운

동이다. 학교는 식단에 생산자 이름을 적어 “얼굴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가 “급식교류회” 등에 참여하여 재배과정을 설명하며, 종합학습시간 등

을 통해 학생들은 농장체험학습을 하고, 스스로 재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급식잔반을 이용하여 비료만들기 실습을 하고, 이것을

유기농업 재배 농가에 제공하는 등 환경교육과 병행하며 전통음식의 발굴 및

시식회 개최 등을 통해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학교급식을 가

정-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 등 복합적인 목표달성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

다(김홍배, 2002).

일본은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다음 해인 1955년에 일본학교급식회법이 제정

되어 47개 도도부현에 학교급식회가 설치되는 전국적인 학교급식용 물자 공급

조직망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학교급식회, 도도부현학교급식회, 시정촌

학교급식회를 중심으로 물자 공동구입을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제도는 식

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보호자의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이고 균질화된 학교급식

의 공급에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규격품을 대량으로 일괄 구입하고,

식재료 구입에 관련한 보조도 일본학교급식회와 도도부현학교급식회가 취급하

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소규모의 지역농산물 납품은 어려운 유통체

계였다(카타오카 미키 a, 2005).

2003년까지 학교급식용 식재료는 빵, 쌀, 우유 등 지정물자와 부식류인 일

반물자로 구분되어 있었다. 지정물자는 보조금과 관계있는 것으로 정책적으

로 구축된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구 일본학교급식회)-도도부현학교급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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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의 경로를 통해 공급되었으나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의 폐지로 현재

이러한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야채․육류․생선 등 일반물자는 학교와 공

동조리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구매처 또는 납품업자로부터 조달하였다. 이

전에는 학교측이 행정구역내 소매업자와 도매시장의 중개업자 등을 납품업자

로 선정하여 매일매일 요구에 맞게 신선 식품을 조달하여 왔으나, 지금은 시

정촌교육위원회 공동구매를 이용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무라카미 요오코,

2010).

1998년, 지금까지의 국고보조에 의한 식재료 공급체제가 변화되어 승인물

자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학교급식용 미곡의 가격인하조치가 단계적으로 폐

지됨에 따라 일본학교급식회의 식재료 공급업무를 축소하는 한편, 2002년에

“학교급식에서 지역산물 활용사업”을 시작하고, 정보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확

대하며, 도도부현, 시정촌의 각 자치단체급식회에 식재료 공급업무를 이양하

였다. 이처럼 급식용 식재료 유통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회들이 개성이 있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고, 특색이 있는 급식만들기

가 가능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카타오카 미키 a, 2005).

일본의 학교급식에 있어 지산지소는 식육기본법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지역산물의 활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다(무

라카미 요오코, 2010). 2008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제10조에 영양교사가 학

생들에게 학교급식을 활용한 식사에 관한 지도를 할 때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생산물을 학교급식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였고(학교

급식법, 2008), 2009년에는 식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제23조에 농림수산물의 생

산된 지역내의 학교급식 등에 이용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

였다(식육기본법, 2009).

이에 따라 2007년 농림수산성은 학교급식에서 지역산 농산물 사용비율이 식

재료수 기준으로 21%인 것을 2015년까지는 3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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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급식관계자와 대화의 장을 만들어 지

역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급식 특유의 사정과 요구를 파악하는 외에 기후 등에 의해 좌우되는 농업

의 실태를 이해시키는 등 상호이해를 갖도록 한다. 둘째, 생산자 직접 납품 또

는 농협이나 코디네이터가 납품하는 등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체제를 만든다. 셋째, 학교급식의 요구에 맞는 규격과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공급한다. 넷째, 지역농산물의 양, 종류, 시기를 확대하여 지역농

산물 공급을 확대한다(농림수산성, 2009).

일본에서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 도입이 활발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안정된 농산물 공급체계가 존재하였다. 다양한 수십 종류의 농산물이 학

교급식에 사용되고 있으나 생활협동조합과 직접 생산한 경험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에

도 협력하였다. 둘째, 생산자, 영양사, 행정의 다양한 협력체제가 있었다. 급식

실시 전부터 초등학교에서 농업체험 학습을 통해 농가와 학교 간에 서로 입장

을 이해하는 기회가 있어 서로 신뢰할 수 있었다. 셋째, 시의 농업진흥 조직을

통해 행정, 생산자 등,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대화하고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

는 활동이 있었다. 현재는 영양사와 생산자간, 생산자들 간의 정기회의를 통해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화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유

지하려는 노력은 향후의 학교급식의 지역산 농산물의 도입에서 매우 중요하다

(코우다 마키코, 2006).

일본의 학교급식정책은 문부과학성에서 담당하고 지산지소는 농림수산성에

서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급식 담당부서와 식

재료 담당부서가 다름에도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이용하는 사업이 활발히 전

개되고 있었다. 농림수산성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지산지소 우수활동 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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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농림수산부장관상 등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지산지소에 공이 큰 인사를

선정 발표하며, 지산지소급식 등 식단콘테스트, 농산물 지산지소 등 실태조사,

지산지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부터 매년 전국지산지소

추진 포럼을 개최하여 지산지소 우수활동 단체의 사례발표 등 지산지소의 확

대 발전 보급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산지소 운동의 핵심이 되는 리더와 코디

네이터를 모집․선정하고 있다. 현재 175명이 선정되어 지산지소 조직 추진에

공헌하고 있다(농림수산성, 2013).

지산지소의 효과는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 2004년, 공립 초중학교 및 공동

조리장 1,672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이용 효과로서 아동에게 ‘안전․안심할 수 있

는 급식을 제공한다’가 74.2%, ‘식생활교육에 활용한다’가 61.1%, ‘아동에게 지

역농산물을 선호하게 한다’가 42.9%로 많았다(농림수산성, 2005). 농림수산성

은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을 확대하면 전국 약 5,000억 엔 규모의 식

재료를 사용하는 학교급식에서 자국산 식재료 소비가 확대되어 국내농업 전반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였다. 또한 생산자에 대한 장점으로 직접 출하

하는 경우 포장재료 비용을 줄이고 수고를 더는 외에 지역에서 공급하므로 유

통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예정된 양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경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지역의 어린이들이 먹는 식재료를 공급하므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지역주민의 자기고장 농업과 식사에 애착과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

는 것을 장점으로 홍보하였다(농림수산성, 2009).

지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한 효과로서 첫째, 지역내 자급율의 향상,

농업생산 유지 향상에 따른 환경보전, 지역내 컨센서스 형성 등 지산지소 효

과가 있었다. 코우치현 난코쿠시의 경우 청과물은 시내산 58.7%, 현산은

22.7%가 사용되어 시내산, 현내산 모두 합하면 약 80%의 높은 지역산 농산물

의 사용비율을 나타내었다. 학교와 농가의 특산품 체험활동 등 교류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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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급식쌀 생산자는 “학생들이 먹는 쌀을 기른다”는 의식이 강하여 농법도 구

체화하여 농약을 연 2회, 화학비료를 1회 정도로, 과거와 비교하여 저감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와 환경보전에 기여하였다.

둘째, 유통경로 창출 효과이다. 학교급식의 식재료인 청과물의 공급은 청과

업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부터 직판장, 2001년부터 계약유기농가 등

새로운 식재료 구입경로가 생겼다. 2002년 지역산 청과물의 공급 비율을 보면

일본농협 직매장이 1.9%, 계약유기농가가 0.6%로 급식용 식재료에서 새로운

구입경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구입경로의 선택성 증가는 청과물 학교급

식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업자에게 어느 정도 긴장감을 주고 있다. 업자는 가

능한 한 무농약과 저농약 등 안전성이 높은 지역산 농산물의 집하에 노력하고

있다.

셋째, 식농교육 효과이다. 종전의 밥급식은 빵급식업자가 취사를 하여 학교로

운반하는 형태로, 학생들이 먹을 때는 식고 맛이 없어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가정용 취반기를 이용한 교내 취반방식으로 개선하여 가정적

인 분위기가 있고 따뜻하고 맛이 있으며, 생산지와 생산자를 앎으로 잔식이

극히 적어지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또한 업자에게 위탁취반시

보다 1식당 가격이 30엔이나 절약되는 효과가 있었다(카타오카 미키 a,

2005).

한편, 1983년 영치시의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때의 학교급

식에 대한 인상, 현재 식생활과 식품선택에 관한 상황, 지산지소와 학교급식

등 현재 영치시 제도에 대한 의향 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때의

학교급식이 성인이 된 후의 식생활과 식품선택과 영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

운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효과와 성인이 된 후의 소비자 의식을 높이

기 위해서는 식재료 사용만이 아니고 “지역산” “유기농산물” 등의 특성을 활

용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교과, 종합학습과 연계한 교육적 접근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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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카타오카 미키 b, 2005).

수입산 식재료의 운송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일본 내에서의

식재료 운송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의 2배 가까이의 되어 지구환경에 큰 부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푸드마일리지를 이용한 지소지소의 효과에 관

한 연구에서 식재료 운송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일본 국민 1인당

연간 약 71㎏으로 추계되는데, 학교급식에서 지산지소 식재료를 이용해 삭감

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지만 이산

화탄소 배출량 감축은 전 인류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므로 지산지소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나카타 테츠야, 2005).



- 55 -

Ⅲ.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

1. 서론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학교급식을 정책적으로 확대하여 2003년부터는 전국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확대

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이루어졌지만 급식의

질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식중독 및 수입 농산물의

사용 등과 관련한 문제점은 특히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보다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빈번히 노출되어 왔다(김정래 등, 2002; 이계임 등, 2002).

또한, 2000년대 초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급식을 통한 우

리농산물 소비촉진이 제기되었다(김홍배 2004; 임정빈, 2002). 이를 위하여 농

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직영급식 전환,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농산물의 국내 소비촉진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

다(학교급식법 시행령, 2003). 이후,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

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안되었다(채성훈 등, 2010). 2006

년 학교급식법 개정시 우수 식재료 지원을 현물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학교급식법, 2006). 학교급식지원센터

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

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

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로 정의된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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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실행방법 등

을 제시한 연구(김은진 등, 2011; 권승구 등, 2010; 성진근 등, 2008; 조창완

등, 2005)가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물류중심형 또는 관리물류

분리형으로 제시한 연구가 있다(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 허남혁 등,

2012; 황윤재 등, 2011). 이러한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일부 있다(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 박영범

등(2010)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5월 파악하고 있던 센터 11개소 중 본격

적 사업운영 실적이 없는 2개소를 제외한 9개소와 경기도 센터 2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채성훈 등(2010)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하고 있는 센터 중

학교급식 물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8개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운영실태는 센터운영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 학교와 센터의 식재료

거래 실무, 농산물 수급현황, 유통시설 현황 등을 비교적 자세히 조사하였다.

한편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20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중 2010년과 2011년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6개소로 절반정도였다. 5개소는 2011년에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2011년

에 새로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14개소이었다. 또한 2011년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를 17개소로 파악한 연구도 있었다(김은진 등,

2011).

이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현황이 파악하는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다르고 설치․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수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제도가 도입된지 10년 가까이 되고 매년 1,600억

원 내지 2,000억 원의 막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학교급식지

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 현황 및 지원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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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등 기본적인 조사연구도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1년 기준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

터를 대상으로 일반 운영현황, 식재료 조달 및 유통 현황, 센터 운영자의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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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2011년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총 21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해

당 센터 업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센터 21개소 중 8개소는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였고, 방

문한 센터 중 5개 센터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일반 운영현황, 식재료 조달 및 유통현황, 센

터 운영자의 인식, 센터 운영의 우수사례와 장애요인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부록 1). 센터 일반 운영현황과 식재료 조달 및 유통현황 관련 설문문항

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조사(박영범 등, 2010)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일반

운영현황은 센터 및 응답자에 관한 일반사항, 센터의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센터 지정여부, 유통시설의 시설 규모와 매출액 규모 등을 조사하였다.

식재료 조달 및 유통현황은 센터의 식재료 공급품목 및 관내조달 비율, 관내

계약재배 조달비율, 계약재배 품목, 품질 및 참여 농가수, 식재료 공급 계약방

법 및 가격 결정방법, 식재료 가격의 수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센터 운영

자의 의견은 센터의 물류기능 필요 정도, 향후 센터가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식재료 품목의 범위, 센터의 정착을 위한 11개 항목에 대한 필요성 정도, 센터

운영의 우수사례와 장애요인 및 센터 정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

다. 센터 정착을 위한 필요성 정도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의 5단계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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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분석

전체 조사대상 학교급식지원센터 21개소 중 18개소가 응답을 하였다(응답률

85.7%). 광역단위 센터는 2개소 중 2개소 모두, 지역단위 센터는 19개소 중 16

개소가 응답하였다. 응답한 18개소 중 7개소는 박영범 등(2010)의 학교급식지

원센터 사례조사의 대상과 같았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로 다시 확인하여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센터별로 정리하였으며, 우수사례와 장애요인, 활성화 방안은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응답자는 남자가 15명, 여자가 3명으로 남자가 더 많았으며 30대

가 7명, 40대가 7명, 50대가 4명이었다. 또한 응답자는 센터장, 팀장급 이상 관

리직, 실무자가 각각 3명, 8명, 7명으로 다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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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일반 운영현황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04년에 운영을 시작한 2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

급식지원센터 제도 도입․시행 후인 2007년 이후에 운영되었다. 특히, 총 18개

소 중 13개소는 비교적 최근인 2010년 이후에 운영되었다. 각 센터들은 다양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운영유형, 운영주체, 식재료 유통시설의 규

모 등 2011년도의 일반 운영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1>.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유형

교육인적자원부(2007)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모형(안)을 대규모 센터 2개

유형, 소규모 센터 3개 유형 등 총 5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대규모 센터는

식재료 유통․물류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소규모 센터는 식재료 유통업체(센

터)를 선정해 이를 지도․감독하는 형태이다. 조사대상 18개 센터 중 운영모

형(안)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4개소(유형(3) 3개소, 유형(4) 1개소)

이었다. 나머지 14개소 중 1개소는 물류기능, 즉 식재료 공급을 하지 않았고,

1개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물류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았다.

12개소는 센터를 농협 또는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형태로 유통센터를 지도․감

독할 소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별도로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식재료 공급기능의 수행여부 및

관리형태에 따라 그 유형을 다시 정리해 보면 관리중심형(1개소), 관리·물류분

리형(5개소), 물류중심형(12개소)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리중심형은 관내 학교급식에 대한 실태조사,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식생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식재료 공급기능은 수행하지 않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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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센터
명

유형
운영주체 운영

시작
연도

지정1)

여부
공급
학교수

유통시설 매출액(억원)

관리
조직

물류
시설

규모
(㎡)

전처리
시설

총시설비
(억원)

정부지원
(억원)

총
매출

학교
매출

A 관리
중심형

지방자
치단체

시설
없음

2011 불필요 - 0 없음 n.a. n.a. 0 0

B

관리
물류
분리형

지방자
치단체

시설
없음 2011 불필요 20(3)2) 0 없음 n.a. n.a. 15 15

C*3) 농협 2011 불필요 70 1,008 있음 17 17 69 69

D* 농협 2011 불필요 34(3) 1,119 없음 20 20 24 24

E* 지방자
치단체
법인

지자체
법인

2010 불필요 784 9,486 없음 172 50 819 819

F*
농업
법인 20124) 불필요 897 5,115 없음 480 480 700 700

G

물류
중심형

농협6) 농협

2008 지정 25(1) 686 없음 2.6 0.1 5 5

H 2009 지정 49 4,080 있음 76 49 150 30

I* 2011 지정 59(38) 5,414 있음 182 158 99 70

J* 20105) 지정 248(70) 10,794 있음 180 180 73 48

K 2004 미지정 63(144) 2,978 있음 61 9 131 57

L 2010 지정 38 895 있음 13.4 7.8 10.5 5.5

M*

농업
법인7)

농업
법인

2010 지정 22(75) 2,100 있음 19 12 41 6

N* 2010 미지정 51 70 없음 0.05 0 7 7

O* 2011 지정 28(1) 135 없음 n.r.9) n.r. 6 6

P* 2010 미지정 32(2) 33 없음 n.r.10) n.r. 5 5

Q 19948) 미지정 25 590 있음 n.r.11) n.r. 55 9

R* 2007 지정 850 2,530 있음 4.8 1.9 48 30

<표 3-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개요

1)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로의 지정(협약) 여부

2) ( ) 안의 수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수임, 앞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3) * : 학교급식을 위한 전용시설로 식재료 유통시설 건립

4)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의한 센터운영은 2012년에 시작되었지만 2009년부터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옴

5) 현재 운영하고 있은 법인에 의한 센터는 2010년에 시작되었지만 2004년부터 ○○농협연합사업단이 운영해 옴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지정 등을 받지 않은 대규모 식재료납품업체로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년도를 센터 운영연도로 표시

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무상임대 받아 사용 중

10)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건립

11) 무응답

12) n.a. : none applicable, n.r. : none response

13) E, F는 광역센터, 나머지는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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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물류분리형은 센터의 관리조직과 물류시설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운영

되고, 관리조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며,

관리조직에서 물류공급 주체, 배송업체 또는 센터의 물류시설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게 하는 형태이다. 물류중심

형은 센터의 관리조직과 물류시설 운영주체가 동일하거나, 관리조직과 물류시

설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있어도 관리조직을 농협,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고 이들이 편의상 물류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물류중심형은

학교급식 실태조사나 식생활교육보다는 식재료 공급이 주 업무로 관리조직과

물류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많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임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 중 관리중심형의 1개소는 식재료 조달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관리․물류 분리형의 특정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사업

의 객관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객

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운영에 대한 감시․감독

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듯이(이수행,

2011), 관리․물류 분리형의 경우도 물류센터 선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관

리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모형(안)에서 유

통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유통업체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할 경우 유통센터 등

을 지도․감독하는 소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물류

중심형의 12개소는 관리조직과 물류시설의 운영주체가 동일하여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간접적 기능, 물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견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문

제가 있는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유형은 그 설치권자와 관할 범위에 따라 광

역센터와 지역센터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조사대상 18개소 중 광역센터가 2개

소, 지역센터가 16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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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의 설치․운영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이외의 광역자치단체장의 센터 설치․운영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학교급식법, 2006). 그러므로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광

역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김은진 등, 2011). 그러나 농업

생산기반이 거의 없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물류공급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

역센터보다는 광역센터의 운영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

하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

조사대상 18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4개소, 지방

자치단체법인이 2개소, 농협과 농업법인이 각각 6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식재료 공급기능을 하지 않는 1개소와 식재료 배송만 위탁하여 독자 시

설 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1개소를 제외한 16개소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물류시설1)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물류시설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향이었다. 농협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센터의 운영주체인 경우 물류시설을 직접 운영하였다. 따라서 16개 물류

시설의 운영주체는 8개소는 농협이, 7개소는 농업법인이, 1개소는 지방자치단

체법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0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조사 대상

11개소 중 지방자치단체법인이 2개소, 농협 7개소, 농업법인 2개소(박영범 등,

2010)에 비하여 2011년에는 물류시설 운영주체로 농업법인이 7개소로 크게 증

가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농협 또는 농업법인인 12개소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센터 운영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야 한다. 그러

나 농협 1개소와 농업법인 3개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할지역 학교급

식지원센터로의 지정 또는 업무협약 등의 절차 없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1) 물류시설은 식재료의 집하, 전처리, 소분, 보관하는 시설로 봄(배송시설은 아웃소싱 하는 경우도 있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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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훈 등(2010)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사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운영위

탁 여부, 사업체 명칭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표기여부 등과 관계없이 학교급식

물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장미숙(2012)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지 않고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학

교급식지원센터로 일컬어지는 곳도 있으며, 기능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으나, 행정상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

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3) 물류시설의 시설 규모

지방자치단체 등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명목으로 대규모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향이었다. 조사대상 센터의 식재료 물류시설 16개소 중 11개소는 학교급식

전용시설로 건립되었고 5개소는 산지유통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용시설 11개소 중 10개소는 최근인 2010년 이후에 설치․운영되었다. 이

중 7개소는 시설규모가 비교적 컸으며 작게는 1,000㎡에서 크게는 10,000㎡가

넘었다. 총 시설비의 약 85%인 917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였으며, 이들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법인, 농협, 대규모 농업법인이었다.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대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규모가 작은

3개 시설의 운영주체는 모두 농업법인으로 자비 또는 자활센터의 도움으로 건

립된 135㎡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당일 아침에 배

송되어야 하며, 특히 도지역의 시․군의 학교는 학생수가 비교적 적어 학교급

식지원센터의 물류시설에 보관되는 식재료의 양과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이를

위한 시설도 클 필요가 없다.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농업법인, 농협은 APC 및

파머스마켓 등 주요 물류시설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채성훈 등, 2010)를 고려할 때 일부 센터는 과잉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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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투자를 한 것으로 보였다.

(4) 물류시설의 매출 규모

광역센터의 경우 2011년 학교급식 식재료 연 매출규모가 700억 원 내지 800

억 원 정도였으나, 지역센터의 경우 평균 26억 원 정도로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69억 원 정도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지

방자치단체법인인 경우 학교에만 공급하였으나, 센터 운영주체가 농협이나 대

규모 농업법인인 경우 학교 이외의 판매처를 갖고 있었다. 농협의 경우, 학교

매출액보다는 기존의 유통망을 통한 매출액이 더 큰 경향이었다. 특히 학교급

식지원센터 H, J, K, R은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여 경영이 안정된 곳이었다

(채성훈 등, 2010).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 이외의 판매처가 있어 방학기간에도 중단 없이 물류시

설이 운영되어 기본운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유통 관련 운영현황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품목 및 관내조달 현황

농산물만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17개소 중 약 40%인 7개소에 불과

하였다. 나머지는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 가공품 등도 공급하였다<표 3-2>.

농산물만 공급하는 센터의 관내조달 비율은2) 평균 86.1%, 농산물 이외의 품목

도 공급하는 센터의 관내조달 비율은 41%로 농산물만 공급하는 센터의 관내

조달 비율이 더 높았다. 관내 계약재배 비율3) 역시 농산물만 공급하는 센터가

더 높아 평균 85.7%이었다. 이는 농산물만 공급하는 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

2) 관내조달 범위는 같은 도 지역으로 보았으며, 관내조달 비율은 센터가 학교에 공급하는 전체 식재료 중 관내에서

조달한 식재료의 금액비율임

3) 관내 계약재배 비율은 관내로부터 조달한 식재료 중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한 식재료의 금액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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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운영주체

식재료 공급품목 분류별 센터의 수
관내조달

비율

관내 계약

재배 비율농산물
농산물, 축산물

또는 가공품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등전품목

지방자치단체1) 0 1 0 20% 100%

지방자치단체법인 0 1 0 -2) -

농협 3 1 4 10∼100% 7∼100%

농업법인 4 3 0 39∼100% 11∼100%

합 계 7 6 4

관내조달 비율 63∼100% 0∼80% 10∼75%

관내계약재배 비율 85∼100% 0∼100% 0∼100%

도입 취지에 충실하게 지역의 우수 농산물 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농산물만 공급하는 7개소 중 3개 센터 G, M, N은 계약재배, 산지 직

구매 등을 통해 전량 관내조달을 하였다. 2010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조

사(박영범 등, 2010)와 비교하면 관내조달 비율은 센터에 따라 10% 전후의 증

감이 있었다.

관내 계약재배 품목의 수는 26개∼80개 품목이었으며, 참여농가는 35농가∼

1,948농가로 센터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계약재배 식재료의 품질은 주

로 친환경농산물이지만 일반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센터도 1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품목 및 관내조달 비율

1)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재료를 조달하고 농협을 통해 배송만 하는 형태임

2) 대도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로 농산물 생산기반이 없음

식재료에 대한 대금지불은 농협이 농업법인보다 빨라 납품받은 후 1주일 이

내에 늦어도 15일 이내에 지급하였으나, 농업법인은 납품받은 후 1∼2개월 내

에 지불하였다. 특히 농업법인은 소규모이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 센터를 통해

납품하는 농가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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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와의 식재료 공급계약 현황

식재료 공급계약은 대체로 학교와 물류시설 운영주체가 직접 계약하는 형태

이었다. E센터의 경우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 식재료 조달을 위한 산지업체

선정 등의 업무는 센터가 수행하지만, 식재료 조달 및 공급계약은 배송업체가

학교 또는 산지 식재료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며, 센터는 배송업체와 산지

식재료 공급업체 각각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았다.

학교와 물류시설 운영주체와의 식재료 공급계약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센터

17개소 중 12개소(70.6%)가 수의계약으로 하였으며 1개소가 지명경쟁입찰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입찰과 수의계약 방법을 혼용하고 있었다. 2010년의 학교

급식지원센터 사례조사(박영범 등, 2010)에서도 학교와의 식재료 공급계약은

수의계약이 주류를 이루었다. 계약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수의계약의

단점으로는 공정성 결여 및 경쟁력 미흡, 불리한 가격, 예산남용 등이 지적되

고(양일선 등, 2011; 정원, 2011; 홍기운 등, 2001) 있어 수의계약으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학교는 이러한 단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품질과 가격을 적절히 통

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N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

태의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센터의 이용을 강제하는 센터가 12개소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센터의 70%에 이르렀다. 2010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

조사(박영범 등, 2010)에서는 조사대상 11개소 중 6개소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청구 및 수령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센터와 계속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53.9%인(조

혜영 등, 2012) 보고도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보조금을 통해 센터

이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센터 운영의 지속

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보조금 지원을 통한 강제보다는 센터가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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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품질과 가격, 서비스 등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식재료 가격결정 방법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약 60%인 10개소가 학교에 공급하

는 식재료의 가격을 가격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협의회는 대체로 생산농가, 학교관계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관

계자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물류시설 운영주체가 전년도 가격, 시장조사 가격,

작황,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제시한 가격을 검토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을 결정하였다. 2010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조사(박영범 등, 2010)에서도

조사대상 11개소 중 6개소에서 가격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 외 생산자와 협의, 영양교사와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심의위

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결정하는 센터도 있었다.

(4) 식재료 매입가격 및 학교 납품가격 수준

관내에서 계약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매입가격은 식재료

를 공급하는 센터 총 17개소 중 도매시장 출하 가격 대비 100% 이하인 센터

가 3개소(17.6%), 110% 이상이 9개소(52.9%), 무응답이 5개소이었다. 식재료

매입가격 대비 학교 납품가격의 비율은 8개소(47.1%)가 115%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3>.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의 대다수가 도매시장 거래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생

각하는 경향(서중기 등, 2008)과 도매시장 출하시 상장수수료, 하역비 등을 제

외하면 농가의 수취가격은 실제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95% 이하임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매입가격이 도매시장 거래가격의 100%이면 도매시장

출하보다는 좋은 가격이다. 도매시장 거래가격의 100% 이하로 매입가격을 정

하는 센터가 총 17개소 중 3개소뿐임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센터는 농가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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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비율 지원센터의 수 매입가격 대비 학교 납품가격 비율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95% 2 N : 115% / Q : 130%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100% 1 G : 110%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110% 2 I : 115% / O : 120%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120% 3 H : 125% / M : 120% / R : 130%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130% 2 K : 115% / C : 120% ∼ 140%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145% 1 J : 130% ∼ 135%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200% 1 B : 105%∼115%

무응답 5
L, D, E : 113%～115% / P : 116% /

F : 131.5%∼168%

계 17

또한, 매입가격 대비 학교 납품가격의 비율이 115% 이하인 센터가 총 17개

소 중 8개소임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비율로 학교납품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센터는 센터 물류 운영의 효율화 등을 통해 학교 납품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3> 관내 계약재배 농산물의 매입가격 비율 및 학교 납품가격 비율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급식을 실시한 이후 영양(교)사는 식재료

품질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가격에 대하여는 71.6%가 비싸다고 생각하였다(고

두신, 2012).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양(교)사 대상 조사에서 일

반업체 대비 센터의 품질․배송의 정확성․위생과 안전 만족도는 각각 3.5점,

3.5점, 3.7점(5점 척도)으로 높아진 편이지만 가격․품목 다양성, 규격 다양성

만족도는 각각 2.9점, 2.4점, 2.6점으로 낮아진 편이었다(채성훈 등, 2010). 이로

써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므로써 식재료의 품질은 개선되

었지만 가격, 품목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식재료 매입가격과 학교 납품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은 조사된 자료가

센터 운영자의 주관적인 자료이며, 지역과 계절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원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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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센터 B F H K M N

양파(껍질) 3,050(지)1) 2,430 2,500 1,900(지) 2,000 -

양파(깐) - 3,600 3,400 2,300(지) 2,500 -

감자(흙) 3,450(지) 3,240 2,800 3,200 1,800 -

대파(흙) 3,450(지) 3,100 3,200 3,200 3,000 2,000(지)

새송이버섯 9,780 7,540 6,900 6,800 7,500 4,600

다르며, 농산물 종류, 식재료의 품위와 전처리 정도에 따라 물류비용이 달라지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10월 학교에 납

품한 일부 센터의 일부 다소비 식재료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식재료 매입가격

과 매입가격 대비 학교 매출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센터의 경우 학교

판매가가 대체로 높은 경향이었다<표 3-4>.

<표 3-4> 일부 다소비 친환경식재료의 센터별 가격비교

(단위: 원/kg)

1) (지) :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인증을 받기 전단계로 지역산 우수 농산물임.

<표 3-3>에서와 같이 센터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고 일부 센터는 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일부 센터는 <표 3-4>의 자료를 얻기위해 학교 공급 식

재료 가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제공을 거부하

였다. 또한 일부 광역센터는 관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학교

공급가 대비 농가 수취율을 61.5%로 책정하였다. 센터의 관리조직, 소분포장,

통합물류장, 배송업체, 농협중앙회, 사업법인 등의 수수료율을 38.5%로 책정하

고 있어, 수수료율이 다소 높다는 의견이 제기된 센터도 있었다(이수행, 2011).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매입․매출 가격결정 기준

등 센터 관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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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수익

2011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수익에 대한 질문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17

개 센터 중 16개 센터가 응답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비영리로 운영되야

함이 원칙이나 10개 센터에서 이익이 발생하였고 3개 센터에서 적자가 발생하

였다. 이익은 적게는 연간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4억 원까지, 적자는 3,000

만 원에서 많게는 3억 7,000만 원까지 발생하였다. 적자가 발생한 센터들은 오

지에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 학

교가 적은 센터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

인 형태로 운영(교육인적자원부, 2007)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센터 운영을

통해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 이상의 물류시설을 갖

출 필요가 없으며(허남혁 등, 2012), 농가로부터 식재료 매입가격에 최소한의

센터 운영 실비를 더하여 학교급식 공급가를 정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식재료 매입가격, 학교 공급가격, 센터운영비 등을 공개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 담당자의 의견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기능에 대한 의견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기능 등 물류기능을 꼭 갖추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조사대상 센터 18개소 중 13개소가 꼭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

다. 1개소는 광역센터는 물류기능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1개소는 물류기능을

갖추되 위탁할 것을, 3개소는 물류기능을 꼭 갖출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다.

물류기능을 꼭 갖출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센터는 현재 물류기능을 하지 않고

있거나, 학교급식지원센터로서 학교와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센터였다.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을 희망한 17개소 중 8개소가 지역 농

산물 이외에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전품목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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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희망하였다. 3개소는 관내 농산물만 공급하며, 3개소는 관내외 농산물

까지, 3개소는 관내외 농산물과 그 가공품까지 공급하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협은 물류

시설의 운영주체인 8개소 중 4개소에서 전 품목을 공급하기를 희망하였다. 이

는 농협은 이미 전국적인 식재료 유통망과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식재료 일체를 공급하기를 희망

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물류중심형으로 제안한 의견과 유사

하였다(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 황윤재 등, 2011).

(2)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 정착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18개 센터 담당자 모두 ‘센터를 통

한 보조금 지원’과 ‘센터의 공공성, 공익성’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

한 반면 ‘센터 이용에 대한 학교의 선택권’은 과반수가 매우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1>.

<그림 3-1>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 정착을 위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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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센터 운영자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 즉 판로의 안정성 확보를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이는 센터가 소비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농협보다는 농업법인이 소비

자의 선택권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 운

영기준 마련,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시스템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도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우수사례 및 장애요인

개방형으로 질문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우수사례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센터

운영자의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부록 1, 표 부록 2). 우수사례

는 총 28건으로 주제별로 분류하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7건, 친환경농산물

공급 6건, 가격 저렴 6건, 유통단계 단축 6건, 공공성 3건이었다. 이 중 3개 센

터 이상이 우수사례로 제시한 내용은 ‘계약재배로 인한 친환경 지역농산물 제

공’, ‘철저한 품질검사와 안전성 검사를 통해 검증된 식재료 제공’, ‘농민 등 생

산자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센터 운영’이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과로 흔히 제시되고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요인은 총 20건으로 주제별로 분류하면 예산지원 부족이 7건, 계약의

불안정성 5건, 업무처리 시스템 미확립 5건, 기타 3건이었다. 이중 3개 센터

이상이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내용은 ‘오지 소규모 학교는 운반비용 등 제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계약의 불안정성에는 연중계약이 이

루어지지 않으므로 계약재배가 어렵고,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납품량과 납품

일수가 적고, 품목의 다양성에 제한이 있음을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이로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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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규모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계약의 안정성, 식재료 판매처 및 판매물량

확대, 공급품목의 다양화 등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별 센터에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

을 다른 센터에서는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장애요인을 품질과 가격으로 극복하고 있는 센터도 있었다. N센

터는 매달 공급 가능한 식재료의 품목과 가격을 학교에 통보하여 학교의 선택

에 의해 지명경쟁입찰을 하고 있음에도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도

가 높아 수년째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

개방형으로 질문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한 센터 운

영자의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부록 3). 활성화 방안은 총 39건

으로 주제별로 분류하면 행정지원 14건, 제도개선 8건, 예산지원 8건, 운영시

스템 정립 7건, 홍보 2건이었다. 2개 이상의 센터가 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제

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의 필요’, ‘민관거버넌스 강화 등의 행

정지원’, ‘수의계약 한도 폐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및 설비 구입 예

산지원’, ‘잉여물량에 대한 지원센터간 거래 활성화’였다. 민관거버넌스 강화는

로컬푸드관련 연구자들이 제안한 관리․물류 분리형 센터의 주요 운영주체(김

은진 등, 2011; 김형근, 2013; 허남혁 등, 2012)와 유사하였다. 이 외에도 센터

운영자들은 생산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업무를 센터로 이관, 전

담인력 배치 등 행정지원을 제안하였다.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보조금의 지속

적 지원, 차량, 물류창고 등 지원, 식재료 안전성 확보장비 지원, 일정액의 매

출이익 보장 등 예산지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건물 신축보다는 기존 시설 이

용, 전국 친환경유통센터와 협력관계 유지, 지역 내 농산물보다는 제철, 산지

품목을 우선 관리하는 등 지원을 효율성 있게 하며, 지역농산물 이용실태,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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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지도․감독 철저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농림부 등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이유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산물뿐 아니

라 가공품까지 급식소요 전품목을 납품하므로 종전의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동

일하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새로운 납품업체를 양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는 의견이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 정착을 위한 센터 운영자의 기관별 요구사항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표 부록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구사항은 센터 활성화

및 발전방안의 제안과 유사하였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센터와의 협력 강화, 특

히 학교를 총괄하여 대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수의계약 가능, 공동

식단제 개발 등 행정지원, 관내 친환경농산물 사용 독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영양교사,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을 요구하였다. 학교에 대해서는 식생활교육 확

대, 친환경농산물 사용확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증진, 최소 3개월 이상

의 안정적인 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 중 수의계

약 가능, 공동식단제 개발 등은 물류중심형 센터 주장자들의 의견(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 황윤재 등, 2011)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은 교육

청이나 학교측에서 어렵지 않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수용하기 어

려운 사항도 있다. 따라서 센터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학교급

식지원센터의 이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농가, 센터 운영자가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 사업이 왜 필요하며 중요한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제

도 활성화를 위해 서로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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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1년 11월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일반 운영현황, 식재료 조달 및 유통현황, 센터

운영자의 인식, 센터 제도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

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관리중심형(1개소), 관리·물류분리형(5개소), 물류중

심형(12개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4

개소, 지방자치단체법인이 2개소, 농협과 농업법인이 각각 6개소였다.

2. 식재료 공급기능을 수행하는 총 17개소 중 7개소는 농산물만을 공급하고,

6개소는 농산물과 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4개소는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등 학교급식 소요 전품목을 공급하였다. 농산물만을 공급하는 센터는 그 외의

품목도 공급하는 센터에 비해 관내조달 비율이 86.1%, 계약재배 비율이 96%

로 높았다.

3.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은 총 17개소 중 12개소가 수의계약으로, 1개소가

지명경쟁입찰을, 4개소는 입찰과 수의계약을 혼용하였다. 12개 센터는 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매입가격은 총 17개소 중 3개소만이 도매시장 출하

가격 대비 100% 이하였고, 식재료 매입가격 대비 학교 납품가격의 비율은 8

개소가 115% 이하로 조사되어 센터의 매입 매출 가격결정 기준이 미비한 것

으로 나타났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자들은 향후 센터가 공급하는 품목을 확대하기를

희망하였으며(현재, 농수축산물 등 전품목 공급 4개소 → 향후, 8개소), 센터제

도 정착을 위해 센터를 통한 보조금 지원, 센터의 공공성․공익성 확보가 가

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 77 -

6.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공급, 식재료 안전성검사 철

저, 생산자가 센터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오지 소규모 학교

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계약의 불안정성, 식재료 판매량이 적고 품목이 다양

하지 못한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협, 농업법인 등에 의해

물류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었다. 이들 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의 범위, 가

격 결정기준 등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센터마다 다양하게 적용되었으며,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센터 도입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게 운영되었

다.

본 연구는 전수조사를 하였지만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가 적

어 분석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

체의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

터의 설치․운영은 답보상태에 있고,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관한 연구도 미흡

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

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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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교 영양(교)사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니즈

1. 서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

써 지역산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설치 및 운

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학교급식법, 2006).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 규모와 운

영형태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학교와 수의계약으로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 산

지와의 직거래 또는 도매시장 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조달한 후 가공 또는

소분하여 학교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11월 기준으로 광역

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2개, 지역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19개로 총

21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을 돕는 사업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

서는 Farm to School Program을 통해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을 공급하고,

학교 텃밭가꾸기, 농장견학, 영양 및 농업교육 등 식품생산과 학생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USDA a, 2013). 일본은 지산지소 운동을 통해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산 농산물

의 판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교환 등 농업인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시

키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특산농산물협회, 2010).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학교급식에 지역산 농산물을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인 학교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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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인 학교보다는 식재료

공급 매개자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산 농산물뿐 아니라 학교

급식 식재료 전반의 공급체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식재료 이용실태 분석과

외국 사례의 소개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양일선 등, 2003)가 농산물의 생산․유통 정책을 담당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연구과제로 수행되었다. 그밖에도 학교급식의 식

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권승구

등, 2010; 권영근 등, 2006; 성진근 등, 2008; 조창완 등, 2005)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연

구(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를 진행한 바 있다.

서정원(2006)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학

교급식의 실시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식재료의 가격 및 안정성,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

터의 설립을 제안하기도 하였다(정회정, 2011; 최혜연, 2008; 황지선, 2010).

이렇듯 지금까지의 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보급 확대를 위

한 공급자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수요자 측면

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 현황,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니즈(needs)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보다 친

수요자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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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조사대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특성

E센터 F센터 K센터 N센터

형태 광역센터 광역센터 지역센터 지역센터

운영자 농수산물공사 광역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시작년도 2010년 2010년 2004년 2010년

참여 학교수 579개교 724개교 78개교 51개교

공급품목 농산물, 육류 농산물 농산물 농산물

지방자치단

체의 보조금
없음

200원

(센터로 지원)

602원

(센터로 지원)

270원

(학교로 지원)

2.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 21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광역센터인 두 곳 모두와

나머지 19개의 지역센터 중 두 곳을 선택하여 각 센터를 이용하는 영양(교)사

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광역센터인 E센터와 F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의

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전국 학교의 68%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E

센터는 농산물 생산기반을 갖추지 못한 전형적인 도시형 센터인 반면, F센터

는 일부 농산물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지역센터로는 전국 최초로 2004년

부터 센터운영을 하여 지역산 농산물의 공급과 센터의 운영이 비교적 안정된

K센터와 센터의 규모는 작지만 생산자가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센터운영 우

수사례로 소개된(교육과학기술부 a, 2011) N센터를 선정하였다<표 4-1>. 조사

대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명칭은 연구 1의 센터 명칭<표 3-1>과 동일하게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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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및 방법

네 곳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초·중·고등학교

의 영양(교)사 총 1,102명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2011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웹에 기반을 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영양(교)사,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자, 식

품영양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대상 지역의 영양

(교)사 여덟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사항, 센터 이용현황, 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니즈(needs)

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2).

일반사항으로는 영양(교)사의 연령대와 한 끼니당 학교급식비 등을, 센터 이

용현황으로는 센터를 통하여 구매하는 주요 이유, 센터 외에 이용하는 식재료

구매처 유무, 식재료 구매처 결정시 가장 중요한 요인, 센터 운영현황의 설명

회나 센터 시설견학 등의 경험 유무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센터 이용

에 대한 영양(교)사의 만족도 평가는 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 부분과 센터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 부분에 대해 수행하였다. 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는 친환

경농산물이 주류를 이루므로 그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평가항

목은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을 2005년부터 확대 실시하였던 제주도의 영양

(교)사 대상 친환경농산물 구입 및 유통 관련 만족도 조사(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제주연대, 2009)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실태에 대한 영양(교)사 설

문조사(채성훈 등, 2010)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

주연대(2009)는 만족도 조사항목으로 농산물의 질, 크기, 신선도, 위생, 가격의

적정성, 납품단위의 편리성, 포장 및 인증서 부착, 주문대비 납품시간, 품목의

다양성, 반품이나 교환 발생시 처리, 전반적인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채성훈

등(2010)은 일반업체 대비 학교급식지원센터 서비스 만족도를 품질 만족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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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만족도, 품목 다양성, 규격 다양성, 배송 정확성, 위생과 안전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센터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항목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

공급업체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요인의 우선순

위에 관한 연구(박명주 등, 2008)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박명주 등(2008)은

공급업체 선정요인을 품질․서비스․신뢰․위생․가격의 평가영역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각 영역별 평가요소에 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28개

항목의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그 중 서비스 관련 요소로 배달 위생, 정시 배

달, 거래관계의 원만성, 반품처리, 신속한 정보제공 등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식재료 관련 항목은 품질, 신선도,

위생 및 안전성, 품목의 다양성, 가격의 적정성 등 8개 항목을, 센터의 운영체

계 및 서비스 관련 항목은 운영체계의 효율성, 배송의 정확성, 반품교환의 용

이성 등 9개 항목을 선정하여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식재료,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각각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와 종전 일반업체와의 비교만족도를 조

사하였다. 센터에 대한 니즈로는 센터의 운영주체 등 운영에 대한 니즈와 평

가제도의 필요성 등 평가에 대한 니즈를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SPSS Inc., 2009)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1,102명 중 총 593명(응답률 53.8%)이 응답하였다. 응

답자 593명 중 응답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한 15명을 제외한 578명(분석률

52.5%)의 자료를 센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센터별로는 E센터 165명(응답률

44.4%), F센터 334명(53.4%), K센터 41명(67.2%), N센터 38명(86.4%)의 응답

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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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와 학교에 대한 일반사항, 센터 이용현황과 니즈에 대해서는 센터

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센터별 응답분포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를 각각 5,

4, 3, 2, 1점으로 코딩한 후 센터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센터별 차이

를 검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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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응답자 및 학교의 특성

구 분
E센터

(n=165)

F센터

(n=334)

K센터

(n=41)

N센터

(n=38)

 합계  

(n=578)
p-value1)

n(%)

연령

20 대 34(20.6) 37(11.1) 3( 7.3) 5(13.2) 79(13.7)

0.001
30 대 49(29.7) 157(47.0) 14(34.1) 13(34.2) 233(40.3)

40 대 69(41.8) 130(38.9) 20(48.8) 19(50.0) 238(41.2)

≥ 50 대 13( 7.9) 10( 3.0) 4( 9.8) 1( 2.6) 28( 4.8)

직위
영양교사 113(68.5) 178(53.3) 23(56.1) 25(65.8) 339(58.7)

0.002
영양사 52(31.5) 156(46.7) 18(43.9) 13(34.2) 239(41.3)

근무처

초등학교 125(75.8) 309(92.5) 21(51.2) 21(55.3) 476(82.4)

<0.001중학교 23(13.9) 25( 7.5) 9(22.0) 8(21.1) 65(11.2)

고등학교 17(10.3) 0( 0.0) 11(26.8) 9(23.7) 37( 6.4)

1일 급식

학생 수

≤400 9( 5.4) 33( 9.9) 6(14.7) 15(39.5) 63(10.9)

<0.001
401～800 48(29.1) 102(30.5) 11(26.8) 5(13.2) 166(28.7)

801～1,200 63(38.2) 129(38.6) 14(34.1) 10(26.3) 216(37.4)

≥ 1,201 45(27.3) 70(21.0) 10(24.4) 8(21.0) 133(23.0)

1식당

급식비2)

(원)

≤2000 5( 3.0) 22( 6.6) 2( 4.9) 8(21.0) 27( 6.4)

<0.001
2,001～2,400 109(66.1) 200(59.9) 2( 4.9) 11(29.0) 322(55.7)

2,401～2,800 10( 6.1) 80(23.9) 20(48.8) 16(42.1) 126(21.8)

≥ 2,801 41(24.8) 32( 9.6) 17(41.4) 3( 7.9) 93(16.1)

3.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연령은 30대～40대가 70% 이상이었으나, E센터 이용자의 경우 다

른 센터에 비해 20대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 중 영양교사가 60%, 영양사가

40% 정도였다. 응답자의 근무처는 초등학교가 80%였으나, K센터와 N센터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수가 각각 50% 수준으로 비슷

하였다<표 4-2>.

1) chi-square test에 의함
2) 학부모 부담금, 교육청 부담액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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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의 수는 400명을 초과하는 학교가 전체의 90%

정도였지만, N센터의 경우 400명 이하의 학교가 약 40%였다. 우유급식비를

제외한 1일 점심 급식비의 경우 2,400원 이하인 학교가 전체적으로는 60% 정

도였으나 K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중에는 2,400원을 초과하는 학교가 90%에

달했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현황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현황은 <표 4-3>에 제시하였다. 센터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38.2%), 원산지와 품질에 대한 신뢰

(22.8%), 지방자치단체의 이용 권장(17.3%)의 순이었다. 센터를 이용하는 이유

는 센터간에 차이가 있었다. F센터(53.0%)와 K센터(51.2%) 이용자는 보조금

지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나, E센터(33.3%)와 N센터(44.7%)에서는 원산지

와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센터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으나, N센터의 경우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센터를 이용한다는 응답을 한 영양사가 8명으로 응답자

의 21%에 달했다.

농산물 구입시 약 70%의 학교가 센터와만 거래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광역센터과 지역센터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센터에서는 약 90%의 학교

가, F센터에서는 약 70%의 학교가 센터만을 통하여 농산물을 공급받는 반면,

K센터(87.8%)와 N센터(97.4%)는 거의 모든 학교가 센터 외에 일반 식재료공

급업체와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및 일반 식재료공급업체와

병행 거래하는 경우 센터와 일반 식재료공급업체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주요

기준은 보조금 지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F센터에서는 가격이, N센

터에서는 구매품목의 조달가능성이 주요 기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센터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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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현황

구 분
E센터

(n=165)

F센터

(n=334)

K센터

(n=41)

N센터

(n=38)

합계

(n=578)
p-value1)

n(%)

지원센터와 거래하는 주요 이유

우수식재료 보조금 지원 18(10.9) 177(53.0) 21(51.2) 5(13.2) 221(38.2)

<0.001

공급 농산물의 원산지, 품질 신뢰 55(33.3) 56(16.8) 4( 9.8) 17(44.7) 132(22.8)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유 34(20.6) 52(15.6) 9(22.0) 5(13.2) 100(17.3)

계약․구매의 편리성 32(19.4) 11( 3.3) 1( 2.4) 1( 2.6) 45( 7.8)

기타2) 26(15.8) 38( 11.3) 6(14.6) 10(26.3) 80(13.9)

일반업체와 병행거래 여부

<0.001지원센터만 거래 150(90.9) 240(71.9) 5(12.2) 1( 2.6) 396(68.5)

지원센터와 일반업체 모두 거래 15(9.1) 94(28.1) 36(87.8) 37(97.4) 182(31.5)

병행 거래시 구분 발주의 주요 기준

<0.001

보조금 지원 여부 3(20.0) 25(26.6) 28(77.8) 8(21.6) 64(35.2)

가격의 높고 낮음 2(13.3) 37(39.4) 0( 0.0) 5(13.5) 44(24.2)

구매품목이 지정되어 있음 7(46.7) 15(16.0) 5(13.9) 16(43.2) 43(23.6)

기타 3(20.0) 17(18.0) 3( 8.3) 8(21.7) 31(17.0)

학교급식지원세터에 대한 경험

센터 현황설명을 들은 경험 있음 122(73.9) 188(56.3) 38(92.7) 32(84.2) 380(65.7) <0.001

센터 시설견학 경험 있음 55(33.3) 39(11.7) 39(95.1) 7(18.4) 140(24.2) <0.001

센터 회의 참석 경험 있음 25(15.2) 65(19.5) 19(46.3) 9(23.7) 118(20.4) <0.001

센터 통해 농가방문 경험 있음 60(36.4) 26( 7.8) 29(70.7) 2( 5.3) 117(20.2) <0.001

이가 있었다.

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2/3였지

만, 센터시설 견학, 생산농가 방문, 관련회의 참석과 같은 경험은 각각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K센터 이용자는 타 센터 이용자에 비하여 모든 경험

률이 높았다.

1) chi-square test에 의함
2) “센터가 공급하는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함”,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농업발전과 환경보전에

도움이 됨”,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으로 개인업체 보다 공공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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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학교급식지원센터로부터 공급받는 식재료와 센터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식재료와 센터 운영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은 각각 5점 척도의 3.4점, 3.2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종전 일반업체와의 비교만족도도 각각 3.3점,

3.1점으로 높지 않았다.

식재료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포장상태 및 표시사항(3.9점), 위생 및 안전성

(3.8점), 신선도(3.7점), 품질(3.6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2.6점). 운영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배송의 정확성(3.7점), 배송위생(3.7점), 발주시스템의 편리성(3.6점) 순으로 만

족도가 높았고, 반품교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2.9점).

센터별로는 식재료와 운영체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모두에서 F

센터 이용자의 만족도가 다른 센터의 이용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개별

항목에서는 품목의 다양성과 규격의 다양성을 제외한 식재료 관련 각 항목에

서, 배송위생을 제외한 운영체계 및 서비스 관련 각 항목에서 F센터 이용자의

만족도가 다른 센터의 이용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한편, 식재료 관련

항목 중 품질(4.3점)과 가격의 적정성(3.6점)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센터에 비

해 N센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식재료와 운영체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종전 업체와의 비교 만족도는 E

센터는 다른 센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3.7점), F센터는 다른 센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2.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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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영양(교)사의 만족도1)

구 분
E센터

(n=165)

F센터

(n=334)

K센터

(n=41)

N센터

(n=38)

합계

(n=578)
p-value2)

Mean ± SD

식재료

포장상태 및 표시사항 4.21±0.60b 3.72±0.79a 4.27±0.71b 4.05±0.90b 3.92±0.78 <0.001

위생 및 안전성 4.08±0.58b 3.49±0.75a 4.20±0.75b 4.16±0.82b 3.75±0.78 <0.001

신선도 4.04±0.63b 3.33±0.87a 4.10±0.58b 4.29±0.80b 3.65±0.87 <0.001

품질(맛, 크기, 색상 등) 3.95±0.62b 3.33±0.83a 3.88±0.64b 4.26±0.79c 3.61±0.83 <0.001

규격의 다양성 3.84±0.70b 3.16±0.85a 3.12±1.14a 3.32±1.02a 3.36±0.90 <0.001

품목의 다양성 3.79±0.71b 3.10±0.87a 3.0 ±1.10a 2.97±0.97a 3.28±0.91 <0.001

공급물량의 충분성 3.71±0.82c 2.68±0.91a 3.27±1.0b 3.42±1.0bc 3.07±1.01 <0.001

가격의 적정성 3.17±0.93b 2.19±0.93a 2.93±1.15b 3.55±0.86c 2.61±1.07 <0.001

식재료 전반 3.89±0.59b 3.10±0.83a 3.63±0.73b 3.84±0.75b 3.41±0.84 <0.001

종전업체와 비교 3.77±0.72b 2.99±0.86a 3.22±0.69a 3.95±0.73b 3.29±0.88 <0.001

운영체계 및 서비스

배송의 정확성 4.13±0.52c 3.35±0.82a 4.10±0.62c 3.79±0.91b 3.66±0.82 <0.001

배송위생(차량, 종사자 등) 4.05±0.58b 3.44±0.72a 3.98±0.82b 3.45±0.86a 3.65±0.76 <0.001

발주시스템의 편리성 3.93±0.65b 3.39±0.89a 3.90±0.97b 3.87±0.84b 3.61±0.87 <0.001

계약방법의 적절성 3.98±0.61c 2.99±1.0a 3.66±0.94b 3.74±0.83bc 3.37±1.0 <0.001

운영체계의 효율성 3.86±0.60c 2.85±0.85a 3.78±0.91bc 3.53±0.86b 3.25±0.92 <0.001

지원센터와 의사소통 3.83±0.79b 2.50±1.04a 3.80±0.78b 3.76±0.88b 3.05±1.15 <0.001

생산, 유통, 가격 등 정보제공 3.73±0.82c 2.56±0.98a 3.32±1.11b 3.71±0.77c 3.02±1.08 <0.001

반품시 조치의 적절성 3.85±0.78c 2.44±1.02a 3.59±0.89bc 3.42±1.11b 2.99±1.15 <0.001

반품, 교환의 용이성 3.83±0.75c 2.37±1.01a 3.54±0.92bc 3.26±1.13b 2.93±1.16 <0.001

운영체계 및 서비스 전반 3.87±0.64c 2.83±0.84a 3.51±0.93b 3.66±0.75bc 3.23±0.92 <0.001

종전업체와 비교 3.78±0.71c 2.77±0.84a 3.24±0.83b 3.53±0.89c 3.14±0.92 <0.001

식재료와 서비스 등 전반 3.85±0.60b 2.89±0.80a 3.63±0.83b 3.63±0.79b 3.27±0.87 <0.001

종전업체와 비교 3.73±0.70c 2.85±0.82a 3.44±0.87b 3.66±0.81b 3.20±0.89 <0.001
1) 1 매우 불만이다, 2 불만이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2) one-way ANOVA 에 의함

ab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α=0.05. 결과 센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



- 89 -

4)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니즈

(1)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니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니즈를 조사한 결과는 <표 4-5>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센터를 운

영하기를 희망하였으며,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기를 희

망하는 응답자가 각각 15% 정도였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5% 정도가 동의하였다. F센터 이용자를 제외하면 약 67%가

공급체계의 일원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급체계가 일원화될

경우 구매업무의 경감 및 편리성 증진(37.9%)과 식재료의 안전성 향상(25.1%)

을 가장 기대하고 있으며,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63.8%)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도 센터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4정도만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F센터 이용자의

경우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이 3/4 이상으로 다른 센터에 비하여 높은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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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영양(교)사의 니즈

구 분
E센터

(n=165)

F센터

(n=334)

K센터

(n=41)

N센터

(n=38)

합계

(n=578)
p-value1)

n(%)

선호하는 지원센터 운영주체

<0.001

지자체․생산자단체 공동운영 45(27.3) 121(36.2) 23(56.1) 14(36.8) 203(35.1)

교육청 26(15.8) 58(17.4) 6(14.6) 2( 5.3) 92(15.9)

지방자치단체 19(11.5) 57(17.1) 9(22.0) 5(13.2) 90(15.6)

농수산물유통공사 52(30.9) 24( 7.2) 0( 0 ) 3( 7.9) 78(13.5)

시군농업기술센터 0( 0 ) 5( 1.5) 0( 0 ) 9(23.7) 14( 2.4)

기타 24(14.5) 69(20.6) 3( 7.3) 5(13.1) 101(17.5)

지원센터 일괄공급체계 동의

<0.001

매우 동의한다 34(20.6) 36(10.8) 9(22.0) 9(23.7) 88(15.2)

동의한다 73(44.2) 116(34.7) 18(43.9) 20(52.6) 227(39.3)

보통이다 41(24.8) 96(28.7) 6(14.6) 6(15.8) 149(25.8)

동의하지 않는다 14( 8.5) 63(18.9) 8(19.5) 2( 5.3) 87(15.1)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 1.8) 23( 6.9) 0( 0 ) 1( 2.6 ) 27( 4.7)

센터 일괄공급체계 시 장점

<0.001

구매업무 경감, 편리성 증진 67(40.6) 128(38.3) 20(48.8) 4(10.5) 219(37.9)

식재료의 안전성 향상 49(29.7) 71(21.3) 10(24.4) 15(39.5) 145(25.1)

식재료 공급자의 신뢰 향상 26(15.8) 36(10.8) 7(17.1) 7(18.4) 76(13.1)

기타2) 23(13.9) 99(29.6) 4( 9.7) 12(31.6) 138(23.9)

센터 일괄공급체계 시 우려사항

<0.001

독점, 식재료 가격 상승 107(64.8) 219(65.6) 23(56.1) 20(52.6) 369(63.8)

학교 구매의 자율성 침해 14( 8.5) 36(10.8) 11(26.8) 8(18.4) 68(11.8)

식중독 발생시 대형화 23(13.9) 39(11.7) 0( 0 ) 1( 2.6) 63(10.9)

기타3) 21(12.8) 40(11.9) 7(17.1) 10(26.4) 78(13.5)

지자체의 우수 식재료비 중단시

센터와 계속 거래 의향

<0.001

매우 그렇다 15( 9.1) 0( 0 ) 2( 4.9) 2( 5.3) 19( 3.3)

그렇다 74(44.8) 11( 3.3) 15(36.3) 15(39.5) 115(19.9)

보통이다 48(29.1) 62(18.6) 10(24.4) 12(31.6) 132(22.8)

그렇지않다 26(15.8) 139(41.6) 12(29.3) 7(18.4) 184(31.8)

매우 그렇지않다 2( 1.2) 122(36.5) 2( 4.9) 2( 5.3) 128(22.1)
1) chi-square test에 의함
2) “도움이 되는 것 없음”, “식재료의 질 향상”, “식재료비 절감”.

3) “저품질의 식재료 공급”, “우려되는 것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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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급식지원센터 평가에 대한 니즈

전체 응답자 중 87%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센터

에 대한 평가제도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센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평가의 주체에 대해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이었고, 적절한 평가 주기는 1년에 1회가 60%를 차지하였다. 중요 평가요

소로는 식재료 품질의 적정성(35.3%), 식재료 가격의 적정성(23.4%), 식재료

공급의 안정성(17.6%), 식재료의 안전성(15%) 순으로 높았고, 센터 경영의 효

율성, 지역산 농산물 공급가능성 등을 중요 평가요소로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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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학교급식지원센터 평가에 대한 영양(교)사의 니즈

구 분
E센터

(n=165)

F센터

(n=334)

K센터

(n=41)

N센터

(n=38)

합계

(n=578)
p-value1)

n(%)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0.181

매우 동의한다 71(43.0) 174(52.1) 27(65.9) 17(44.7) 289(50.0)

동의한다 73(44.2) 114(34.1) 9(22.0) 16(42.1) 212(36.7)

보통이다 21(12.7) 38(11.4) 5(12.2) 4(10.5) 68(11.8)

동의하지 않는다 0( 0 ) 3( 0.9) 0( 0 ) 0( 0 ) 3( 0.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0( 0 ) 5( 1.5) 0( 0 ) 1( 2.6) 6( 1.0)

선호하는 평가수행 주체

<0.001

개별 학교 90(62.5) 154(53.5) 8(22.2) 16(48.5) 268(53.5)

시․도교육청 15(10.4) 36(12.5) 3( 8.3) 3( 9.1) 57(11.4)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 10( 6.9) 27( 9.4) 8(22.2) 4(12.1) 49( 9.8)

시․군교육청 8( 5.6) 29(10.1) 5(13.9) 6(18.2) 48( 9.6)

지자체 급식지원심의위원회 6( 4.2) 33(11.5) 8(22.2) 1( 3.0) 48( 9.6)

기타 15(10.4) 9( 3.0) 4(11.2) 3( 9.1) 31( 6.1)

선호하는 평기시기

0.016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평가 88(61.1) 165(57.3) 22(61.1) 26(78.8) 301(60.1)

센터와 구매계약 결정 직전 34(23.6) 85(29.5) 9(25.0) 3( 9.1) 131(26.1)

기타 22(15.3) 38(13.2) 5(13.9) 4(12.1) 69(13.8)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0.040

식재료 품질의 적정성 49(34.0) 109(37.8) 11(30.6) 8(24.2) 177(35.3)

식재료 가격의 적정성 34(23.6) 66(22.9) 7(19.4) 10(30.3) 117(23.4)

식재료 공급의 안정성(물량,

다양성)
20(13.9) 48(16.7) 10(27.8) 10(30.3) 88(17.6)

식재료의 안전성 30(20.8) 37(12.8) 4(11.1) 4(12.1) 75(15.0)

기타2) 11( 7.7) 28( 9.8) 4(11.1) 1( 3.1) 44( 8.7)
1) chi-square test에 의함

2) “지원센터 경영의 효율성”, “지역산 농산물 공급 가능성”



- 93 -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보다 친수요자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

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전국 21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각 두 곳, 총 네 곳을 이용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센터의 이용현황과 센

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니즈 등을 조사하고 센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우유급식비를 제외한 1일 점심 급식비가 2,400원 이하인 학교가 네 개 센터

전체적으로는 60% 정도인데 비해 K센터에서는 2,400원을 초과하는 학교가

90%에 달했다. 이는 K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친환

경인증품으로 사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이 많기 때문이다. 2011년 초등

학교의 1인 한 끼당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식재료비 지원액을 살펴보면, F센터

와 K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에는 각각 200원(경기도, 2011)과 602원(순천시,

2011)씩 센터로 지원되었고, N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에는 270원(경주교육지원

청, 2011)이 학교로 지원되었다. 한편, 이러한 지원방법과 금액은 학교급식지

원센터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수 식재료비

를 지원하지 않거나 학교를 통해 지원하는 E센터와 N센터 이용자들은 센터가

공급하는 농산물의 원산지와 품질을 신뢰하므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

으나, 우수 식재료비를 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F센터와 K센터는 우수 식재료

비 보조금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광역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는 주로 센터만을 통하여 식재료를 조달하는 경향

이 있었지만,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는 대체로 센터뿐 아니라 일반 식재료

공급업체와 병행하여 거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광역센터의 경우 광역자

치단체의 주관이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아래 설치되었고, 광역자치단체

와 교육청 등이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도 학교급식센터를 통하

여 구매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경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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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반면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 종전과 같

이 일반농산물은 각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센터를

통해서는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공급받는 체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K센터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센터에 대한 운영현황 설명회 참석, 센터시설

견학, 생산농가 방문, 관련회의 참석의 경험이 각각 93%, 95%, 71%, 46%로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이는 K센터가 전국 최초로 2004년부터 운영

되어 경험에 대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식재료와 운영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모두에서 F센터 이용자의 만

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F센터의 경우 2010년에는 세 개의 거점조직 운영체

계였던 것이 2011년에는 한 개의 광역센터를 운영하는 체계로 바뀌면서 운

영․관리시스템의 안정화 미흡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운영·관리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N센터에서는 식재료 품질과 가격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센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N센터는 시농업기술센터

가 주관하여 지역 생산자들이 직거래하는 형태이므로 비록 품목이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유통과정이 단축되어 품질이 좋고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식재료와 운영체계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종전 업체와의 비교 만

족도는 E센터는 다른 센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F센터는 다른 센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이는 E센터의 경우 종전의 업체공급시와 비교하여

식재료와 서비스면에서 개선이 되었고, F센터의 경우 종전의 업체 공급시와

비교하여 개선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55% 정도가 향후 식재료는 센터를 통해서 공급되도록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공급체계로

의 개선시 전체 응답자 중 40% 정도가 식재료 구매업무의 경감 및 편리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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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었다. 또한 64%가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재료의 질 향상, 안전성 향상, 지역산 식

재료 공급확대와 같은 센터 설치의 근본 목적이 아닌 구매의 편리성이라는 부

수적인 효과를 위해 영양(교사)들은 식재료 가격상승을 우려하면서도 학교급

식지원센터로의 공급체계 일원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고려하

여 향후 이에 관한 정책적 결정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

다. 또한 만약 이러한 일원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식재료의 가격상승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센터를 공동운영(35.1%)하는 것을

가장 희망하였으며, 응답자의 23%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도 계속 센터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교급

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열 개 지역의 영양교사 95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채성훈 등, 2010)에서 응답자의 56%가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운

영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42%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없이도 센터를 이

용하겠다고 응답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채성훈 등(2010)의 연구는 응

답자가 열 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센터를 계속 이용할 의향

이 낮은 F센터의 응답자 수가 전체 응답자 수의 58%나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F센터를 제외한 세 개 센터의 계속 이용할 의향은 50%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센터별로 이용현황과 만족도, 니즈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광역센

터 또는 지역센터간의 차이나 우수 식재료비 지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각 센터

의 운영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

교급식지원센터 제도가 좀 더 안정화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다

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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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센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식재료와 관련한 요인보다는 운

영체계의 효율성, 배송의 정확성, 의사소통, 정보제공과 같은 운영체계 및 서

비스와 관련한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센터 운영

에 대한 니즈에서 응답자의 80%가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공동운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기관의 운영을 희망하였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

료 공급체계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일원화되기를 희망하면서도 독점으로 인한

식재료 가격상승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센터 운영자의 자격, 선

정방법, 식재료 조달, 식재료 가격관리, 위생 등 효율적 운영관리기준을 마련

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공익적 요구에 부응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87%의 응답자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센터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센터 이용자인 학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평가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는 각 학교가 센터 이용에 대

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자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이용한 네 센터 중 한 곳은 2004년부터 운영되었지만

나머지 세 곳은 비교적 최근인 2010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또한 일부 센터가

운영체제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사이므로 센터에

따라서는 만족도가 다소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또한 센터 이용

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간에 규모의 차이가 커

서 전체적인 결과 해석에 있어 지역센터 이용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반

영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등 공급자 위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자가 보다 친수요자적인 마인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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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교육

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거나 센터를 지도·감독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족도가 제일 낮게

보고된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담당 교육청에서는 해당 센터에

운영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는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비교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생산자와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에 대한

합리적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개발

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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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인 E센터와 F센터,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

인 K센터와 N센터를 이용하는 영양(교)사 578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

터 이용현황,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니즈를 조사하여 센터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거래하는 주요 이유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지방자

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나 이용 권장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광역센터

에서는 농산물 구매 시 주로 센터만을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이 높았고, 지역

센터에서는 센터와 일반업체를 병행 거래하는 학교의 비율이 높았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만족도는 포장상태, 위생 및

안전성, 신선도,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각 5점 척도의 3.6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공급가격의 적정성은 2.6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운영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배송의 정확성, 배송위생, 발주시스템의 편리성은 3.6

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고 반품시 조치의 적정성과 반품, 교환의 용이성은 3

점이하로 비교적 낮았다. 식재료와 센터 운영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각 5점 척도의 3.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종전 일반업체와의 비

교만족도도 각 3.2점으로 높지 않았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았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가 학

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체계로 일원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55% 정도의 응

답자가 동의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될 경우 구매업무의 경감 및 편리성

증진을 가장 기대하고 그다음이 식재료의 안전성 향상을 기대하였으며, 독점

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가장 우려하였다.

4. 응답자의 87%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제도가 필요하거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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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응답하였다. 평가는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1년에 1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영양(교)사가 가장 많았다. 중요 평가요소

는 식재료 품질의 적정성, 가격의 적정성, 공급의 안정성, 식재료의 안전성 순

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영양(교)사의 만

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고 특히 일부 센터에서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용 식재료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도

록 식재료 공급체계의 개선을 원하면서도 독점공급으로 인한 식재료 가격상승

을 우려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광역센터와 지역센터간에 규모의 차이가 커서 전체적인 결과 해

석에 있어 지역센터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용자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

한 상황에서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첫 연구로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친

수요자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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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 연구

1. 서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학교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

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

료비 지원은 지역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또한

유통단계를 단축시켜 학교는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

을 수 있으므로 농가와 학교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2011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에 2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

모와 운영형태가 다양하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학교와 수의계약으로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농가와의 계약재

배, 산지와의 직거래 또는 도매시장 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조달한 후 가공

또는 소분하여 학교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센터는 지역에

서 생산된 농산물만 공급하며, 센터에서 가공 또는 소분하지 않고 원물 그대

로 공급하여 생산자와 학교가 직거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센터도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또는 우리

농산물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으며(서정

원, 2006; 안진용, 2006; 조창완 등, 2005),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실행방법 등

을 제시하였다(권승구 등, 2010; 김은진 등, 2011; 성진근 등, 2008). 또한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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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과제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모형을 물류중심형으로 제시하

였고(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 황윤재 등, 2011), 학교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지역순환형 먹거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써 학교급식지원센터

를 관리․물류분리형으로 제안하였다(김은진 등, 2011; 김형근, 2013; 허남혁

등, 2012).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유통경로 단축으로 유통비용이

절감되어 식재료 가격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필

요하다는 제안하였다(김경아 등, 2008; 김윤희, 2010; 노정옥 등, 2011; 박경애,

2010; 정숙임, 2012).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보급 확대

를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센터 운영실태, 효과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

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가 2006년에 도입되었으나 운영되고 있는 학

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 21개에 불과하며 일부 센터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제기

되는 등(중앙일보, 201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확대 설치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센터에 대해 질적연구를 통해 센터의 운영효과,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을 탐색해 보는 것은 아직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유

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 1의 결과, 지역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체계였으며 또한 연구 2의 결과,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센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급식지

원센터에 대하여 그 효과와 성공요인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확대 및 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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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례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시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선정하였다. N센터가 소재한 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축․수산업

이 고루 발달된 총 인구 약 273,000명의 도․농 복합 시이다. 농가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13.5%인 약 37,000명이며, 초․중․고등학교 85개교에 학생수는

약 34,500명이다(경주교육지원청, 2013; 경주시농업기술센터, 2013).

학교급식지원센터 N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의 결과, N센터는 관할 시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만 공급하여 지역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 1의 결과, 식재료의 학교납품가격이 가장 저렴한 가격체계로 파

악되었다. 농가로부터 매입하는 식재료 가격을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95% 수

준으로 정하고, 학교납품가격은 센터의 집하장 운영비 5%, 학교로의 배송비

10%를 더하여 매입가격의 115% 수준으로 정하였다.

셋째, 연구 2의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 평가제도 도입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식재료 품질의 적정성이고 그 다음이 가격의 적정성으로 도출되었는

데, N센터는 식재료에 대한 만족도 중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만족도가 E, F, K센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농산물 공급품목, 물량, 가격, 센터 운영비, 배

송비 등의 자료를 본 연구자가 제공받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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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N센터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로 문서정보와 관계자 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서정보는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관련 워크숍 자료집(이지원, 2012), N센터의 식재료 구입 및 판매 관

련 내부자료 등을 통해 수집되었다. 심층면접은 2013년 현장 방문기간에 농가,

학교, 센터, 업체 각 2명씩 총 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N센터의 운영현황

은 센터로부터 수집한 문서정보, 센터 운영자의 인터뷰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효과와 성공요인,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

은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 대상자는 N센터와 관련된 네 개 집단 즉, 센터 운

영자, 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생산 농가, 센터의 식재료를 이용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센터에서 학교로 식재료를 운반하는 배송업자 중 각각 2명씩 총 8

명을 선정하였다.

센터 운영자는 총 2명으로 센터장인 시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과 센터 집하장

담당자를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할 농가, 배송업체,

영양교사는 센터장에게 각 집단을 대표할 만한 자로 각각 2명씩 선정을 의뢰

하였다. 각 그룹별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생산 농가는 센터

에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는 대파 농가와 그룹의 일원으로 납품하고 있는 사과

농가 각 1명씩, 영양교사는 2010년 센터운영 시작부터 식재료 공급을 받았던

학교와 월 사용금액이 평균 정도인 학교 각 1개교의 영양교사를, 배송업자는

배송을 가장 많이 하는 업체와 중간 정도의 업체 각 1개소의 업주를 선정하였

다. 심층면접 참가자의 특성은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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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성별 연령대 업종경력 직위 학력

A 센터관계자 남 50대 3년 6개월 센터장 대졸

B 센터관계자 남 50대 3년 6개월 센터집하장 담당자 대졸

C 생산농민 남 50대 35년 대파 농가 중 중퇴

D 생산농민 남 60대 40년 사과 농가 대졸

E 영양교사 여 40대 20년 영양교사 대졸

F 영양교사 여 40대 17년 영양교사 대학원졸

G 배송업체 여 60대 21년 대표 고졸

H 배송업체 남 40대 19년 대표 고졸

<표 5-1> 심층면접 참가자별 특성

(2) 자료수집

본 연구자는 2013년 7월 11일과 7월 12일에 N센터가 소재한 시의 농업기술

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집하장, 관내 농가, 학교 등을 방문하여 문서정보 수

집과 심층면접 실시하였다. 문서정보는 N센터 사업 시작 첫 해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거래한 학교, 농가, 거래품목, 연간

총 납품액, 센터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농가, 학교, 집하장,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등 주로 인터뷰 대상

자들이 일을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주요내용은 <표 5-2>와 같이

반 구조화된 형태로 구성하여 본 연구자가 일관된 질문방향의 대화형식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자가 자유롭게 발언을 하도록 하였다(신경식

등, 2011).

심층면접 주요내용은 각 그룹 공통으로 크게 5가지, 즉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의 관계된 내용, 센터 사업 참여 배경, 참여 효과, 어려움 극복 과정, 향후 개

선사항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바

탕으로 추가로 질문 및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메일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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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문 세부 내용

Q 1.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관계

된 내용은 무엇인가?

√ 언제부터 관계하였는가?

√ 센터와 어떠한 거래를 하고 있나?

‣ 농민 : 농사규모, 재배작물종류, 친환경농업

경험, 학교 연간 거래액, 총 생산량 중 학교

거래량(액) 비율

‣ 업체 : 배송 학교수, 학교 배송료 수입, 전체

수익 중 거래수익 비율,

‣ 교사 : 급식 학생 수, 급식비, 1식당 식품비,

연간 센터거래액, 식품비중 센터거래 비율

√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가?

‣ 경제적, 품질, 신뢰성 등

Q 2.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가?

√ 참여하게 된 배경, 이유는?

√ 어떤 과정을 통해 참여하게 되었는가?

√ 사용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Q 3. 참여 효과는 어떤 것이 있

는가?

√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Q 4. 참여과정에 어려움은 어떻

게 극복하고 있는가?

√ 어려웠던 사례, 위기가 있었는가?

√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Q 5.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가?

√ 계속 관여하기를 희망하는가?

√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 제안(과제)는?

화통화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접촉한 후 관련 내용을 수집하였다.

<표 5-2> 심층면접 주요내용

심층면접 참가자 각각에게 연구주제와 목적을 소개한 후, 정확한 자료 수집

을 위해 참가자의 동의 하에 심층면접 내용을 전부 녹음하였으며, 면접이 끝

난 후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

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가자에게 연구참가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자가 지

켜야할 연구윤리와 원칙에 대해서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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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N센터로부터 수집한 문서정보는 센터 운영자의 심층면접 내용 중 운영현황

관련 내용과 통합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과정, 운영실적, 주요 운

영시스템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으로 정리하였다. N센터 운영의 효과,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

Miles & Huberman(1994)과 Lichtman(2006)의 질적 자료 분석단계를 참고하

여 각 주제에 맞는 요인을 도출하였다<그림 5-1>. 우선 녹취된 음성자료를

전사한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주의 깊게 읽으면서 센터 운영의 효과, 성공

요인, 장애요인의 3개 주제별로 의미있는 자료를 발췌하였다(coding). 발췌된

자료를 범주화(categorization) 한 후 개념 즉 본 연구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conceptualization). 도출된 요인에 대해 2013년 9월 14일, 교수 1명과 박사 1

명, 박사과정생 4명 총 6명의 전문가가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도출된 요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심층면접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인용구와 본

문 토의내용 요약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그림 5-1> 면접자료 분석의 틀

출처 : Lichtman, M. (2006).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 a user’s guide(2nd ed.).

SAGE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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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과정

N센터는 경북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전자구매 시스템(스쿨장터)을 운영하던

김천상공회의소가 2009년 N센터가 소재한 시지역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

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의 학교납품을 권유한

데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친환경농업 보급․지도, 작목반 관리 등의

경험이 풍부한 농업지도직 공무원 L계장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무를 맡게

되었다.

L계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인, 영양(교)사, 기존 식재료 공

급업체가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구상하였다. 농업인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득증대 예측으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영양교사는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안전한 입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기존 식자재 공급업체는 사업축소 등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고 농업인과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신뢰로 공급배송

만 책임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이로써 N센터는 학교에 공급되는 친

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가 일반농산물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물류 배

송의 효율화를 기하고 대형시설 없이 우수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형 모델로 개발되었다(이지원, 2012).

이를 위해 2009년 11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생산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에 공급할 우수 농산물 품목을 선정하였다. 2010년 2월, 로컬푸드운동 확

산을 위해 영양교사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2010년 3월, 학교급식 생산자 협의

회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농산물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학교에 납품을 시작하였다. 2010년 3월, 초․중․고 각 1개교씩 3개교에 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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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월 거래학교 월 참여농가 월 공급품목 연간 납품총액

2010 3～35 12～20 14～23 296

2011 34～70 18～23 28～35 657

2012 65～75 17～21 30～36 876

치 등 14개 품목 1,333㎏ 약 600만원의 농산물을 공급하였다. 2010년 4월, N센

터가 소재한 시의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이 식자재 배송에 참여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2012년, 농산물 공급

규모가 커지자 공급주체를 학교급식생산자 협의회가 주축이 되었던 “○○친환

경농산물유통”에서 “㈜○○친환경농산물유통”으로 변경하였다.

(2) 운영실적

N센터는 2012년 말에는 공급학교가 78개교로, 공급품목도 사과 등 33개 품

목으로, 납품액도 876백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시작 첫 해인 2010년 말에

비해서 2012년의 거래 학교수는 약 2배, 공급품목은 약 1.5배, 연간 납품총액

은 약 3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참여 농가수는 2010년 말과 거의 같은 수준이

었다<표 5-3>.

<표 5-3> N센터의 운영실적

(단위 : 교, 호, 개, 백만 원)

(3) 운영시스템

①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 및 조직

N센터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지역 우수 농산물(친환경농산물 등)을 관내

학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에 공급할 농산물 품목과 생

산농가 선정, 매입 및 매출 가격 결정, 학교와 공급계약, 식재료 배송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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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N센터의 집하장 전경 <사진 5-2> N센터의 집하장 냉장창고

내부

을 수행하였다.

N센터는 2명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조직이었다. 센터를 총괄하여 지휘하고

있는 센터장인 시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과 집하장에서 농가관리, 농산물

의 보관, 배송 등의 업무를 맡는 집하장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되었다. 집하장

시설은 70㎡의 냉장창고<사진 5-1, 5-2>와 사무실, 트럭 1대가 전부이다. 학

교급식지원센터의 집하장을 ㈜○○친환경농산물유통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 농가에 농산물 대금지급, 농산물을 학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② 농가 매입가격 및 학교 납품가격 결정 기준

N센터에서 관내 학교에 납품할 농산물을 농가로부터 매입하는 가격은 농가

의 희망가격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참고하여 농업기술센

터 공무원이 결정하였다. 보통 도매시장 경락가격의 95% 정도의 수준으로 결

정하였다. 95% 수준은 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상장수수료와 하차비 등의 비

용을 공제하면 비교적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었다.

학교에 판매하는 가격은 집하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5%에 집하장에서 학교

로의 배송비용 10%를 더하여 농가로부터 매입한 가격의 115%에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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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재료 공급계약 시스템

N센터가 소재한 시지역의 학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학

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eaT를 통해서 식재료 공급업

체를 선정하였다. 학교는 지역 우수농산물을 구매함에 있어 지명경쟁입찰 방

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였다. 식재료 공급계약 시스템은 다음과 같았다. 식

재료 사용 1개월 전에 ㈜○○친환경농산물유통(이하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한

다.)에서 공급 가능한 식재료의 품목과 가격을 관내 학교 영양(교)사에게 통보

한다. 영양(교)사는 품목과 가격을 검토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 행정실에 구매요구를 한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eaT에 식재료공급업체로서 참여한다. 이렇게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친환경식재

료 납품업체로 낙찰되면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식재료 물류체계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거쳐 학교로 배송되는 과정

은 <그림 5-2>과 같았다.

<그림 5-2> N센터의 식재료 물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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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3> 대파 생산 농가의 납품 준비 <사진 5-4> 학교 식재료의 표시사항

(품목, 생산자, 생산방법 등)

농가는 센터가 주문한 식재료의 품목과 양을 학교별로 포장하여<사진 5-3,

5-4>와 같이, 학교로 공급되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집하장 창고에 입고시켰다.

집하장 담당자는 새벽 3시부터 농가에서 들어온 30여종의 농산물을 학교별로

배송업체별로 정리하였다. 집하장에서 학교로의 배송은 각 학교별 일반 식재

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담당하였다. 센터는 배송업체가 집하장에서 각 학교로

배송하는 것에 대해 농산물 매입가의 10%를 수수료로 지불하였다.

농산물의 품질이 좋지 않아 반품하거나, 결품 등이 발생한 경우는 농가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아침에 농가에서 이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하장 담당자가 우선 조치하고 농가에 이에 대한 비용을 청

구하기도 하였다.

⑤ 식재료 대금결재

학교는 월단위로 식재료 대금을 지불하여 매 월초, 전달에 납품한 농산물대

금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입금되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학교에서 농산

물 납품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농가 식재료 대금, 집하장 담당자 인건비, 배송

업체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 농가 식재료 대금 중 1%는 자조금으로 모아

농가대표가 관리하였다. 자조금은 센터 전기료, 포장박스, 스티커 등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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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학교납품가가 시중납품가 보다 현저히 낮

을 경우 이에 대한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다.

⑥ 식재료 공급 품목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는 대부분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

산물이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지역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

였다. 주 공급 품목은 부추, 미나리, 시금치, 파프리카, 쌈채소, 대파, 버섯종류,

건고사리, 무말랭이, 콩나물 등의 채소류와 배, 사과, 방울토마토 등 과일류,

찹쌀, 흑미, 혼합곡, 발아현미 등 잡곡류로 30여종이었다. 그 외에 딸기, 블루

베리 등 계절과일과 채소류 등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농산물 공급에 참여하는

농가는 주로 한 품목당 한 농가이지만 학교의 수요량이 많은 품목은 여러 농

가가 공급하기도 하였다. 사과는 사과연구회 회원 농가 10여명이 공급하였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효과

심층면접 자료를 전사하여 <그림 5-3>과 같이 범주화하고 개념화하여 N센

터 운영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5-3> N센터 운영의 효과 개념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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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올 때는 돈이 엄청 들어오면은 그걸 너넣고 빼

써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은 일 년 연중 그 날짜에 돈이 들어온다고 보니까  

그래 인자 직업이 안정이 되고 일하는데도 수월해지지. 농민한테 생활관념이 

생기지 ------(중략) 근데 인자 학교에 급식하게 되면 우리 같으면 10일 날 

얼마의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항상 예측이 되니까 봉급생활자 안사람처럼 생

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내가 그게 안사람들이 좋아해요.(농가 C)“

“과일도 저희들이 잘 못하면요 마이너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파 같은 것도 가격이 오름 내림세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갖다 주면 우리는 

수수료 그대로 받으면 오히려 낫습니다.(업자 G)“ 

“지금은 채소 같은 거 실어가면 아르바이트비용 한 명이라도 나오니까 큰 도

움되는 거죠.(업자 H)”

(1) 안정성

농가는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 공급함으로써 작

기와 관계없이 연중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미국에서 농

장-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는 더 건강하고 더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며,

지역농부에게 부가적인 소득원과 안정적 시장을 제공하여 지역농부를 돕는 효

과(Vallianantos et al., 2004)가 있었으며 또한, 참여 농가의 소득이 약 5～

10% 증가하였다는 보고(Joshi et al., 2008)와 맥을 같이 하는 효과로 보인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를 학교로의 배송하는 업체도 자신이 직접 식재

료를 구매하여 납품하는 위험성 없이 안정적으로 1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

음을 효과로 인식하였다.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가와 그 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모두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을 효과로 제시하였다. 농가는 센터에 고

정된 가격으로 납품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매일 변화하는 농산물 가격

을 반영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고정가격으로 인한 가격의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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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급식을 넣다보니 한 달 치를 결재하니까 한 달 뭐 가격이 채소는 중

간 오늘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도 있으니까 손해 볼 때도 있고. ------ 우리 

농민이 최대한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맞추어주면은 거기서 조금 더 올

라가도 내가 농사짓는 것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고선에서 하면 우리가 

편치요.(농가 C)“

“농산물 가격은 변동이 심하자나요 그지요 기복이 있고 학교급식은 기복이 

없자나요 ------크기에 따라 값이 들쭉날쭉한데 우리학교는 거의 같은 가격으

로 작년에 가격, 올해가격 같이 주거든요. ------ 경제적인 면에서는 프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평균 한 같다고 보죠. 꾸준하게 나아가 농가들이 서로 살아

남는 길이지. 결과적으로 이때 까지 했는 경험을 봐서 납품 해보니까 제일 

안정적이예요.(농가 D)”

“어떤 때는 사과 같은 것 물량이 없자나요. 시중에서는 너무 비싸요. 여기서

는 일 년 내내 사과 가격이 똑같아요. 시장에 일반사과보다 훨씬 더 쌀 때가 

있어요.(영양교사 E)”

효과로 제시하였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증가에 비해 소비증가율이

낮아 일부 품목에서는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친환경 생산농가는 가

격보다는 안정적인 판매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서중기 등, 2008)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신뢰성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은 어느 농가에서 생산한 것인지 표

시가 되있고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일반업체가 공급하는 농산물보다

센터가 공급하는 농산물에 대한 믿음이 컸다. 또한 센터를 농업기술센터 공무

원이 직접 지휘하고 있으므로 학교와 생산자 모두 센터에 대한 신뢰가 컸다.

친환경농산물은 높은 가격, 일정치 않은 품질, 불안정한 수급, 친환경농산물의

진위여부가 가장 큰 문제인데(박경애, 2010; 정윤이, 2007; 최은주, 2010), 센터

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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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같은 경우 ------ 포장, 표시도 잘 해 오는 편이고, 왜냐하면 생산자까

지 다 표시되 있으니까 생산자하고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 그러니 더 

믿을 만해요. 실제적으로 일반상품은 들어와도 자기네들이 박스를 가져와서 

다시 소포장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고------. 

우리 농산물은 생산자가 누구라는 것까지 적혀가 들어오니까 훨씬 더 믿을 

수 있어요.(영양교사 E)“

“그 취지 보니까 딱 좋아요. 로컬푸드를 한다 직거래를 한다. 어 또 공무원이 

약간 개입, 믿을 수 있겠다. 저는 저 자신이 뿌듯했어요. 경주 농민도 살고  

저도 로컬푸드 먹어서 환경지킴이도 되고------(영양교사 F)”

“농민 외에도 상인들도 학교에 넣으니까 센터장이 최대한으로 많이 넣으려고 

애를 쓰지요. 농가와 센터장이 서로 믿고 서로 협조관계가 되어야 내가 물건

을 깨끗하게 해줘야 센터장이 학교 섭외를 많이 하고 해야 물건 자꾸 많이 

들어가지 그냥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물건을 사나 안 사지.(농가 C)”

“우리는 사과 같은 경우 친환경 쓰니까 껍질째 그냥 먹을 수 있고 처음에는 

저도 막 걸리고 그러든데 습관화되니까 잘 모르겠더라구요. ------ 애들도 처

음에는 애들 껍질 깍아달라고 ------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당연히 먹

거든요. (중략) 학교급식이 보이지 않게 홍보를 많이 한답니다. 예를 들어 식

단표에도 친환경 껍질째 먹는 친환경 사과 ------ 그말에 일단은 애들도 이미

지가 우리학교는 다 좋은거 써. 학교급식에 대한 애들 이미지가 달라진 거예

요.(영양교사 F)”

또한, 영양(교)사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구입하여 급

식에 사용하고 홍보를 하여 학생들에게 우리학교는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학부모의 97%가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해 찬성하고, 그

이유로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약 70%가 되는 연구결과(김지영,

2012; 이연숙 등, 2008)로 볼 때 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구입은 학교급식의

이미지 개선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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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대해 매우 만족, 만족 중에서 만족해요.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득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시중에 파는 가격, 친환경품질하고 일

반품질하고 비교했을 때 사과라든가 배 같은 경우는 일반보다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저장도 잘 되있고------. 유통업체를 비교해보았을 때 훨씬 더 

싸다는 것을 느껴요. 상추 같은 것 배 차이나요.(영양교사 E)”

“애들은 그런 표현 안 쓰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그

래요. 친환경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직거래해서.(영양교사 F)”

(3) 식재료의 저렴한 가격

N센터는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학교가 직거래하는 형태로 영양(교)사는

급식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농산물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였

다. N센터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을 직거래로 구입하여 함여 유통경로가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되어 식재료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김경아 등, 2008; 김윤희, 2010; 노정옥 등, 2011;

박경애, 2010; 정숙임, 2012)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4) 농산물 소비촉진

사과와 같이 일부 품목의 농산물은 일반소비자가 선호하는 것과 학교급식에

서 선호하는 것이 다르다. 농가측에게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납품함으로써 종전에 상품성이 떨어졌던 작은 크기의 사과도 적정가격에 판매

하며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맛도 좋아 선생님, 학부모들

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급

식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의 소비까지 창출된 것으로 지역먹거리체계 구축(김

선희, 2011; 김형근, 2013; 김흥주, 2013; 허남혁 등, 2012)의 시작이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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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과농가들은 중 대과를 목표로 농사를 지으니까. 그래 인자 우리 농

가들이 고마워하는 것이 좀 작은 것을 제값을 받고 처분을 안정적으로 한다. 

(중략) ------  이렇게 계속함으로서 애들 사과 소비촉진을 많이 시키는 거 

그런 면이 좋지------. 우선 사과를 학생에게 먹이면 맛이 있자나요. 거기서 

학교선생님들 교사라든가 영양사들이 소문을 내가 이 사과 맛있더라 소문이 

나서 개인적으로 사러오는 사람이 있어요.(농가 D)”

“얼마 전에 사과가 너무 맛있다고 지금 이런 계절에 그런 사과 구하기도 어

렵고, 학교에 들어가는 사과는 특에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사과 정말 맛

있는데 좀 어떻게 구매해 줄 수 없을까?(영양교사 F)”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공요인

심층면접 자료를 전사하여 <그림 5-4>와 같이 범주화하고 개념화하여 N센

터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림 5-4> N센터의 성공요인 개념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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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환경농사를 지으라고 농가들한테 시킨 사람이고 이 농산물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일을 ------ 로컬푸드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농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지.(센터장 A)”

“학교급식센터를 하면은 지자체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 (중략) 지자체의 장이 

의지를 가지고 지역농업을 살리고 지역농업에 도움이 되고 애들에게 좋은 먹

거리를 주기위해서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형태의 ------. (중략) 건물지어서 농

협에 위탁하는 것은 적자날 수밖에 없다. 농산물만 순수하게 취급해서는 적

자를 면치 못하는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고 이

게 강제성이 띠었을 때는 학교에는 품질 나쁜 물건을 먹을 수밖에 없다. 결

국 적자가 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최종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거야. 

(센터장 A)”

(1) 센터장의 리더십과 사명감

N센터 사업을 계획하고 이끌어간 센터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의 필요

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N센터가 소재한 시농업기술센터 공무원으로 20여

년간 재직하며 지역 농가에게 친환경농법을 보급하고 지도하였으며 판로를 농

가와 함께 고민한 사람이었다.

또한, 센터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의 특성과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

고 있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질 좋은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

급하고 지역농가와 지역농업에 도움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도움 없

이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협 등에 위탁하

기 보다는 행정기관에서, 농가와 래포(rapport)가 형성된 공무원이 직접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센터를 위탁

운영하면 기존 시설도 있고 경험도 풍부하여 센터운영에 적극적인 장점이 있

지만 식재료 직거래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기 보다는 시장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김흥주, 2013)는 것을 센터장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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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가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것은 관에서 할 수밖에 없

다. 행정이 들어가서 관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시설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

추는 것보다 지자체도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 것 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

하고 기존 납품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센터장 A)”

“내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괴력을 가졌자나요. 남들이 거부할 수 없잖아요. 

아무 공무원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체만 해도 농가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영양사도 쉽게 못 떨어져 나가고 

------(센터장 A)”

(2) 경쟁력 있는 운영 시스템

① 균형적 운영체계

N센터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학교로 공급하

는 역할을 함에 있어 균형적인 운영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

센터는 설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우수 식재료비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

우는 통상 센터를 통해 지원하므로 대부분의 센터는 학교측 보다는 생산 농가

측에 유리하게 운영되는 경향이었다. 도매시장 출하 경험이 있는 농가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보다 가락시장에서 평균 10% 이

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또한, 친환경농가가 희망하는 적정 수취가격은 일

반농산물 가격 평균 수준이라는 응답이 31%, 10%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

이 27.9%(서중기 등, 2008)로, 약 60% 정도의 친환경농가는 현재 가락시장의

친환경농산물 거래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연구 1의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매입가격은 도매시장 출하가격의 100% 이하라고

응답한 센터는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17개 센터 중 3개소(17.6%)뿐으로

대다수의 센터는 농가에게 유리한 가격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센

터는 다른 센터와 달리 농가와 학교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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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민, 영양사, 공무원 그 세 집단에서 중간에 있으려고 항상 노력을 합

니다. (중략) 농민들은 어느 시점이 지나고나면 물건이 나빠도 내 물건이 납

품될 것이야 하는 이런 타성을 항상 갖게 되요. 그래서 농민들 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하게되다 보면 나중에는 점차 점차 품질이 열화되요. 그래서 그러

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배제하려해요. (중략) 그러니까 잘못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죠. (중략)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도태(퇴보)되게 됩니다.(센터관계자 B)”

“ 우리는 농민이 크게 감사하게 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준해

서 조금의 도움이 되는 것 밖에 안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뭐 여기 때문

에 어떻게 목숨을 건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하

면 영양사들 쪽에 문제가 생기는거죠. 영양사들이 봐도 뭐 무덤덤한 거, 

------ 내가 선택해서 좋은 것만 쓴다고 할 수 있는 그정도의 조치 ------, 그

이상의 어떤 일방의 일 측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반대 측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지.(센터관계자 B)”

② 합리적인 가격 체계

N센터는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갖고 있었다.

센터의 식재료 매입가격은 농가의 희망가격을 바탕으로 하되, 농가가 도매시

장에 출하시의 수취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도록 도매시장 경락가격의 95%

를 농가 수취가격으로 정하였다. 이는 직거래의 가격결정방식으로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은 기준가격으로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김성훈 등, 1998),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대다수가 도매시장 친환경농산물 거래가격을 적정한 가

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임(서중기 등, 2008)을 고려할 때 N센터는 매입가격기준

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참여농가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의존도를 낮추고 독점적 참여를 방지하

기 위해서 농가의 식재료 생산량 중 절반 정도만 센터에서 매입하며, 월 식재

료 공급액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면 참여하는 농가의 수를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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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요청하는 가격이 가장 기준점이고, 그럼 이 계장은 나름대로 실제 

시장조사를 해보고 ------ 저희들은 통상 도매시장 경락자료를 보죠 ------ 가

능한 생산농가를 복수화 하려해요 ------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농가당 월 

매출 5백만 원이 적정하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 총 생산량의 50%정도를 학

교에 납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왜 탄력이 있으니까. 100%를 우리

한테 넣는 것도 위험해요. ------ 50% 정도만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 50%는 

소진시키고 ------ (중략) 월 매출 300만 원 이하가 되면 농민자체도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니까 적어도 4백만 원, 5백만 원 선에서 자꾸 쪼개려고 해

요. 그렇지않으면 퇴보되죠.(센터관계자 B)”

센터 납품 혜택을 고루 나누었다. 이는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여 과잉 생산된

농산물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판매 부담을 안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타

센터의 운영방식(김형근, 2013)과 대조가 되었다.

또한 센터는 비영리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센터를 통한 유통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서 센터 집하장으로의 운반은 농가가 직접 담당

하며, 센터 집하장 담당자는 농가관리, 식재료 보관 및 학교별 분류를 담당하

며, 집하장에서 학교로의 배송은 각 학교별 식재료 납품업체가 담당하였다. 이

에 소요되는 비용, 즉 집하장 운영과 배송에 드는 비용은 이익이 아닌 최소의

비용 개념으로 식재료 매입가의 일정률로 정하였다.

따라서 센터가 학교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가격은 농가 매입가격에 센터 운

영비 5%와 학교로의 배송비 10%를 합한 115% 가격으로 정하였다. 센터 운영

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농가 매입가와 학교 매출가 사이의 차액을 크게하

기 보다는 센터의 활발한 활동으로 거래 물량자체를 증가시켜야 되는 구조였

다. 학교 납품가격이 농가 매입가격의 115%임은 문서정보를 통하여 확인한

것과 일치하였다. 이는 학교 납품가격을 구입가격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더하

여 책정하는 김은진 등(2011)과 김형근(2013)의 식재료 가격결정 체계와 유사

하였다. 한편, 연구 1에서 학교 납품가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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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구매되어서 판매되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라

기보다는 비용이라는 개념이라구요 ------. 우리가 100원에 농민에게 들여오

면 학교에 115원에 공급되는 체제 아니잖습니까? 그 체계에서 이익을 더 남

기고 덜 남기고 하는 것은 농민의 물건을 많아 팔아주느냐 아니냐 밖에 없는 

거예요.(센터관계자 B)”

“이익 개념으로가 이익을 더 챙기면 이 자체가 센터가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거지------(센터장 A)”

센터와 대조되었다.

③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N센터는 소비자인 학교가 식재료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구매여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체제였다. 학교와의 계약은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하였다. 연구 1

의 결과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70%가 수의계약을 하고,

N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센터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태로 식재를 공급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하는 물품은 수의계약

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제안하기도(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 황윤재 등, 2011)한 것과 대조가 되었다.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한 부여는 품질관리 철저 등 생산농가 스스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연구 1의 결과, 식재료를 공급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70%가 센터를 통해서 구입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보조금이 지원되는 체제였으며, 센터 운영자의

50% 정도가 센터 정착을 위해 센터 이용에 대한 학교의 선택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가 되었다. 이러한 학교의 선택권한 부여는 타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제도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시장

경제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든 것이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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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은 경우는 영양사 선택형이란 말이예요. ------ 이러한 시스템이 체

제화만 잘되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영양사와 생산자 양쪽이 다 공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느 쪽으로 가도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

략) 영양사들에 대한 신임을 받는게 중요하겠죠. 생산자에 대한 신임을 받는 

것 보다는 ------ 이쪽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품질은 좋구나 하는 그건 인

식을 심어주는 것이 전략 생존전략이예요.(센터관계자 B)”

“생산자 규제는 영양사가 발주 안하는 것 ------. (중략)우리 시스템은 영양사

선생님들이 요번 달에는 한 사람도 쓰지말자 발주를 다　빼버려. 그래서 그 

사람의 발주가 뚝 끊어졌다. 품질이 나빴거나 가격이 높았나 뭘 잘못했노 

(중략) 대파 같은 것은 자기 스스로 내리더라구요. 농가가 올려달라해서 올려

주니까 발주가 반으로 떨어져. 시중엔 내려가는데 자기 것만 올려 났으니 

------ 다음에 내려주세요. 그러더라구요.(센터장 A).“

“상태 많이 안 좋으면 우리가 안 쓸 수도 있고, 인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쓰는 겁니다.(영양교사 E)”

“요즈음은 대파상태가 이러니까 주의해서 쓰라든지------ 다음 달에 이런이런 

물건이 나오고, ------ 새로운 물건에 대해 홍보도 하고 ------ 이러이러한 물

건은 상태가 안좋다고 이야기 해줘요. (중략) 전 보다는 소통관계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영양교사 E)” 

“올 가을에도 학교 영양사들을 초대해 저희 농장에서 체험도 해 보고 실제 

사과도 따보고 어려움도 격어보고 또 영양사들이 웬만하면 농장의 분위기를 

④ 소비자, 식재료 및 생산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N센터는 자율구매 체제 안에서 더 많은 판매를 위해 소비자인 학교 영양

(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다. 납품한 농산물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향후

공급할 농산물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식단에 반영하여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

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농가 체험활동을

통해서 농산물, 농가 작업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도 구하는 등 센터는 학교

와 농가간의 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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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알아야 약간 가다가도 미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 해줄 수 있지.(농가 D)” 

“우리가 무농약을 한다해서 과연 학교가 쓸 수 있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해

봐야 학교가 쓸 수 없다면 그렇다면 생산이력제를 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어

떻게 재배했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거지 안 되는 것을 무농약을 했다가는 감

당을 못하는거지----- 근데 실제 생산이력제를 하다보면은 대파 같은 경우에 

거친 무농약 상태예요. 현재는 무농약상태예요.(센터관계자 B)”

“농민 외에 상인들도 넣으니까 센터장이 최대한으로 많이 넣을려고 애를 쓰

지요. 농가와 센터장이 서로 믿고 협조관계가 되야, 내가 물건을 깨끗하게 해

줘야 센터장이 학교 섭외를 많이하고, 물건 자꾸 많이 들어가지.(농가 C)”

“우리가 돈을 주고 사면 상품성이 없는 것을 사먹을라 하겠습니까? 우리 학

교급식 내는 것은 그 맛있고, 그런 것을 냅니다. 그런걸 내야 어린애들 학교

에서 국산과일을 맛이 있는 것을 주어야 먹습니다.(농가 D)”

또한, N센터는 학교에 공급할 품목을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

농산물을 위주로 공급하지만 일반농산물과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저농약농산

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등 학교가 사용 가능한 범위내의 품질을 공급하였다.

이는 학교급식의 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보다 GAP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

하자는(김양숙, 2007; 유찬주 등, 2011; 정덕화, 2011; 하상도, 2008) 의견과 맥

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생산자들도 소비확대와 지속적인 판매확대

를 위해 상품성이 있는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학교에 공급하였는데 품질이 안 좋다며 반품을 하는 경우는 그 농산물을 공

급한 농가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반품이 되풀이되는 등 농산

물 품질이 안 좋은 농가에 대하여는 센터를 통한 학교 공급에 참여하지 못하

도록 하는 등 생산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였다. 이는 원칙중심의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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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물건 잘 못 갔을 때는 ------ 원칙적으로 자기 품질에 문제가 생긴 

것은 농민의 책임이예요 농민이 하도록 되어있어요. (중략) 농민이 반품에 대

한 조치를 못해서 센터가 대신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고 ------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농민들은 농민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죠.(센터관계자 B)” 

“우리 회원 중에 사과 값이 좋을 때는 급식을 안 넣으려고 뺑뺑뺑뺑 도는 사

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덕 볼 때는 시장에 내고 내가 인자 물량이 좀 된다싶

으면 급식으로 돌리고 그런 사람은 아예 못하도록 하죠.(농가 D)”

“2010년 3월 달에 세 학교 납품했잖아 ○○가 직접 날랐어. 4월 1일 11개 

학교인데 업체들이 ------ 안 갖다 준다는 것이야. 원래 갖다 주기로 합의하

고 한 거거든 ------ 첫날하고 급식업체를 다 불렀지. ------ 상추 같은 품목

상품 및 매장관리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이 로컬

푸드 직매장의 성공요인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였다(황성혁 등, 2013).

⑤ 기존 식재료 납품업체와 협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로의 식재료 배송을 각 학교별 식재료 납품업체를

통해 배송하였다. 처음에는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자기들 시장 잠식을 우려하

여 배송을 거부하였으나 타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으로 인해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을 인지하고 센터와 협조하여 식재료 배송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센터는 직접 배송으로 인한 비용과 효율의 문제를 해결하

였고, 식재료 납품업체는 센터와 원만한 협조로 시설위주의 대규모 급식지원

센터의 설립을 저지할 수 있었으며 센터로부터 배송 수수료도 받아 센터와 급

식업체가 서로 공생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을 공급받아 납품함으로써 납품처와의 품질에 대한 시비도 없어지는 등의 장

점도 있었다. P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민간업자들의 반발로 공산품은 학

교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을 하게되어 사업규모가 계획과 달리 축

소된 예(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 2012)와 비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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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품목이 더 늘었으면 하는 것도 있지요 품목이 많이 제한적 이예요. 

------물건 좀 다양해 졌으면 좋겠고 ------시내에서 멀리 있는 선생님들은 좀 

더 자주 납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요.(영양교사 E)” 

“센터가 품목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영양교사 F)” 

은 납품업체에 공급도 해주고, 조금이라도 상생하는 부분은 있어 업체들 하

고도------ ○○같은 경우는 늘상 친환경 때문에 골치 아픈 품목이 많이 사라

졌어 ------ 그래가지고 경주는 납품업체들과 크게 문제없이 지금까지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센터장 A)” 

“과일도 저희들이 잘 못하면요 마이너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파 같은 것도 가격이 오름 내림세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갖다 주면 우리는 

수수료 그대로 받으면 오히려 낫다니까요.(업체G)”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애요인

(1) 식재료 공급 품목의 다양성 부족

N센터의 장애요인은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식재료만 공급하여 공급 가능한

식재료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학교급식에 많이 소비되는 식재료

이지만 단가가 저렴한 식재료들에 대한 공급품목 확대의 어려움이 컸다. 또한

가공품의 경우도 품질이 좋고 신뢰가 가는 업체는 학교급식에 납품하지 않아

도 시장성이 좋으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거래를 꺼려하는 등 공급품목 확

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공급품목의 다양성에 불만

족하다는 연구결과(김지영, 2012; 노정옥, 2011; 채성훈 등, 2010; 황지선,

2010)와 유사하였다. 한편, K센터의 경우 2004년 센터 업무를 시작할 당시에

는 친환경쌀외 48개 품목을 공급하였으나, 2010년에는 친환경쌀외 95개 품목

을 공급하였다(순천시, 2011).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보면 공급품목의 다양성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는 해소 가능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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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관행농법에 젖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을 하려고 하려면 쉽지 

않죠. ------ 깻잎, 열무, 단배추, 시금치 처럼 꾸준히 사용하지만 손이 많이 

가고 단가가 낮은 제품들은 농가가 안하려고 하죠. (중략) 된장, 고추장도 실

제로 해야 될 사람은 안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아 이집에 하면 정말 신뢰가 

가겠다하는 집은 아유 마마 학교에 골치가 아파서 안할래요.(센터관계자 B)“

“한마디로 센터에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 하는데 우리들을 위해가지고------   

바라는 것은 많은데 정부에서 협조하도록 돈을 자원을 대주어야지 돈 없어가

지고. (중략) 저온창고 등 납품하는 창고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채소와 과일

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그런거라도 좀 지원받고 싶습니다.(농가 D)”

“지자체에서 그래도 농산물을 팔겠다고 하면 ------ 비용을 어떤 식으로 도와

주려하지 않으면 자영업자가 하지 않아요. 그 무슨 뭐 목회자처럼 소명의식

을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삼자들이 볼 때도 인내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이야 있지요. 과도한 도움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도움이 없

이는 시작자체를 못하는 거예요.(센터관계자 B)” 

“학교급식에 관계되는 그 돈을 지원해주는 파트는 시청 농정과예요------. 그

런데 실제로 이일 급식지원센터 일을 하는 친구는 농업기술센터 ○○○계장 

이예요. 농정과에서는 ○○○계장이 한다고 눈도 뻥긋 안해요------ 자력갱생

이예요.(센터관계자 B)” 

(2) 행․재정적 지원 부족

N센터의 장애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없

음을 지적하였다.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에 직거래 형태로 공급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경우 규모가 큰 물류시설은 필요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냉장시설,

작업장 등의 창고시설은 필요하다. N센터는 지방지차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센

터장이 개인적 친분으로 집하장 부지와 냉장창고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

었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가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공급 확대 시범사업

대상 센터를 선정하여 저온저장시설, 냉장차량 구비 등의 비용을 1개소당 최

대 52억 원씩, 6개소를 지원한(농림수산식품부, 2011) 것과 대조 되었다.



- 128 -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N센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효과

와 성공요인 및 장애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문서정보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N센터 관계자, 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생산

농가,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배송업체 대표 각각 2명씩 총 8명을

대상으로 센터, 농가, 학교 등의 현장에서 실시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N센터는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에

바로 공급하는 형태로 2010년에 설립되었다. 2012년 센터는 관내 거의 모든

학교에 사과 등 33개 품목을 공급하였으며 연간 공급금액은 2010년 말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한 8억 7,600만 원이었다.

2. N센터 운영의 효과로는 소득 및 가격의 안정성, 식재료의 품질, 센터 및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 식재료의 저렴한 가격, 농산물 소비촉진이 도출되었

다.

3. N센터의 성공요인은 센터장의 리더십과 사명감, 경쟁력 있는 운영시스템

으로 집약되었다. 경쟁력 있는 운영시스템의 하부 요인으로 균형적인 운영체

계, 합리적인 가격체계,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소비자와 생산품 및 생산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기존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협력이 도출되었다.

4. N 센터의 장애요인으로 센터가 공급하는 농산물 품목의 다양성 부족,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과로 흔히 거론되고 있는 저렴한 식재료

가격, 농가 소득의 안정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확대 등이

센터 운영의 효과임이 확인되었다. 성공요인인 합리적인 가격체계,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은 다른 센터와는 차별화되는 경쟁력 있는 운영전략의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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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행․재정적 지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농가와 래포가 형성된 농

업기술센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 및 정착시킬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였다.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

치단체는 N센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애요인이었던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센터 운영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최초의 질적연구로 양적연구에서 얻기 어려운 경험

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확대

및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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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종합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양(교)사의 만족도와 센터운영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연구 1) 둘

째, 영양(교)사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니즈를 조사하였으

며(연구 2) 셋째,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급식지원

센터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연구 3).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의 결과, 대다수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협, 농업법인 등에 의해 물

류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흡하여 센터

가 공급하는 식재료의 범위, 가격결정 기준 등이 센터마다 다르고 지역농산물

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센터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있게 운영되었다. 또한, 대

다수의 센터가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하였으며 센터 이

용을 강제하는 경향이었다. 센터 운영자들은 향후 센터의 공급품목 확대를 희

망하였으며, 센터 제도 정착을 위해 센터를 통한 우수 식재료비 지원, 센터의

공공성․공익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70%가 물류중심형 운영체제 즉, 센

터의 관리조직과 물류시설의 운영주체가 동일하여 사실상 물류기능 수행에 대

한 지도․감독 또는 견제가 어려운 구조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센터를 위탁운영하면 농산물 유통시설도 갖추고 있고 경험이 풍부하여

센터 운영에 적극적이지만, 식재료 거래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기보다는 시

장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김흥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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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급품목도 농산물만 공급하는 센터는 40%에 불과하였

다. 농산물만 공급하는 센터의 관내조달 비율은 86% 정도인데 농산물 이외의

품목까지 공급하는 센터는 41%로 낮았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농

산물 공급, 관내조달이 낮은 이유는 과일 및 채소류 등 시․군단위의 자급이

불가함에 따라 광역단위사업시스템으로 통합․지원하며 농산물 및 수산물, 축

산물 중심의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박영범 등, 2010)는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해당 관내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설립 초기의 목적과 달리, 가공식품까지 식재료 공급범위

를 확대하려 하고, 시․군간 주요 농산물의 상호 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점센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보고(국승용 등, 2011)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 우수 식재료를 관내 학교에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되 우리 농업

생산의 현실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하는 관내생산 농산물은 주로 친환경농산물

이었지만,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다(김지영, 2012; 이연숙 등, 2008). 영양(교)사도 건강상의 안전

성을 이유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였다(김윤희, 2010; 박경애, 2010).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은 농약 등 학부모와 영양(교)사의 인식과 달리 화학적 위해요소

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정덕화, 2011), 학부모와 영양(교)사는 안전성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선호하므로 학교급식의 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보다

GAP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하였다(유찬주 등, 2011; 하상도,

2008). 또한, 센터가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출하 전

후에 산지와 센터 내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

도록 할 필요가 있다(황윤재 등, 2012)는 보고도 있으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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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농산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센터마다 달랐다. 학교공급가격은 농

가로부터 매입한 가격의 110%에서 140%이었으며, 농가로부터 매입가격은 도

매시장 출하가격의 95%에서 200%까지 다양하였다. 이렇게 가격결정 기준이

다름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할 수 있어 학교는 신선한 재료를 저가로 구입할 수 있을 것(김경아 등,

2008; 김윤희, 2010; 노정옥 등, 2011; 박경애, 2010; 정숙임, 2012)이라는 기대

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총 17개 센터 중 12개소가 수

의계약으로 하였으며, 또한 12개소는 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해야 지방자

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이는 연구 3의 사례연구 대상 센

터가 소비자에게 센터 이용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식재료 공급계약

도 지명경쟁 입찰의 방법을 택하고 있음과 대조가 되었다. 또한, 이는 물류중

심형 센터를 제안한 연구자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일

괄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학교장의 식재료 구매권한을 시․군이나 교육청

에서 위임받아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

구하며,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구매의

경우 적용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제안한(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 황윤재 등, 2011)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

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보호 아래서 운영되기보다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체계 정비 및 센터 관리기준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

각된다.

연구 2의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영양(교)사의 만족도는 전반

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의 품질․신선도, 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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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만족도는 식재료 반품․교환의 용이성과 공급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

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반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또

는 교육청 등의 권유로 센터를 이용하였다.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

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영양(교)사의

과반수는 구매업무의 경감 및 편리성 증진, 식재료의 안전성 향상을 기대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체계로의 개선에 동의하였다. 그러면서

도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매우 우려하였다. 영양(교)사의 학교급식지원센

터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니즈가 컸다. 평가요소는 식재료 품질의 적정성, 가

격의 적정성, 공급의 안정성, 식재료의 안전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만족도는 위생 및 안전(5점 척

도의 3.8점), 품질(3.6점), 규격의 다양성(3.4점), 품목의 다양성(3.3점), 가격의

적정성(2.6점) 순으로 높았다. 10개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양

교사를 각 지역별로 10명 내외를 선정하여 총 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

구에서 일반업체 대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만족도는 위생 및 안전(5점 척도의

3.7점), 품질(3.5점), 가격의 적정성(2.9점), 규격의 다양성(2.6점), 품목의 다양

성(2.4점) 순으로 높았다(채성훈 등, 2010). 이는 본 연구에서 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위생 및 안전, 품질 만족도가 3.6점 이상이었으며, 선행연구의

일반업체와 비교 만족도도 3.5점 이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식재

료의 품질과 안전성은 일반업체 공급시보다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규격의 다양성과 품목의 다양성 만족도는 3.2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은 되었

는데, 선행연구에서는 2.6점, 2.4점으로 낮았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은 도매시장

등을 통한 거래방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일반업체는 다양한 품목과 규격

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여 공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센터는

친환경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조달하므로 품목과 규격을 어

느 정도 다양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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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적정성은 본 연구에서 2.6점, 선행연구에서 2.9점으로, 센터를 통해

구입할 경우 유통경로 단축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식재료 가격이 낮아질 것을

기대하였으나(김경아 등, 2008; 김윤희, 2010; 노정옥 등, 2011; 박경애, 2010;

정숙임, 2012),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함에 있어

가격에 대하여는 불만족하다(고두신, 2012; 김지영, 2012; 노정옥, 2011; 황지

선, 2010)는 보고가 있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 가격에 거품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배송의 정확성(3.7점)이 가

장 높았고 반품․교환의 용이성(2.9점)이 가장 낮았다. 채성훈 등(2010)의 일반

업체 대비 센터의 배송의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3.5점)와 유사하여 센터의 배

송의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센터의 반

품․교환의 용이성은 2.9점으로, 선행연구의 일반 식재료 공급업체의 반품․교

환의 용이성이 경쟁입찰의 경우 3.2점, 수의계약의 경우 3.7점(정회정 등,

2012)과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센터가 학교와 수의계약을 함에도 일반 식

재료 공급업체보다 반품․교환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센터

의 경우 관내 거의 모든 학교에 같은 시간대에 식재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센

터에서 직접 학교로 배송하지 않고 지역별로 배송업체를 선정하여 배송토록

하기 때문이다. 이들 배송업체를 통한 반품․교환은 반품의 책임,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업체 공급시보다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 2

의 식재료와 센터운영체계 및 서비스 전반에 관한 만족도는 3.3점, 종전의 식

재료 납품업체와 비교 만족도가 3.2점으로 높지 않았다. 이는 채성훈 등(2010)

의 일반업체 대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3.1점)

와 비슷하였다.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로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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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운영하는 것을 가장 희망하였다(35.1%). 그 다음이 시․군농업기술센

터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18.0%), 교육청 운영(15.9%) 순이었다. 학교 영양

(교)사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공동운영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식재료 수집․운송 등의 업무는 업무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조직이 직

접 수행하기 보다는 생산자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익성이 높은

센터의 업무를 생산자단체에 일임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지도․

감독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미숙

(2012)의 선행연구에서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로 지방자

치단체(54.6%), 교육청(22.7%)을 희망하였다(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공

동운영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음). 또한 채성훈 등(2010)의 연구에서 학교급

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로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운영(55.8%), 지

방자치단체(27.4%)를 희망하였다. 채성훈 등(2010)의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공동운영에 대한 비율은 본 연구의 결과보다 20%나 더 높았다.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교육청이 적합하

다는 의견도 있었다. 창원시내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1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9%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역교육청 산하에 두는 것이 적합하

다고 응답하였다(정회정, 2011).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 도입 이전에 전라남도

의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지원 모델 개발 연구”에서도 교육청이 학

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조창완 등, 2005). 이는 학

교급식 실시의 주체는 학교장이므로 학교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는 교육지원

청에서 식재료 조달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영양(교)사와 연구자들이 판단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

교급식지원센터가 현재와 같이 물류중심형으로 운영되도록 관리조직 운영주체

와 물류시설 운영주체를 농협 또는 농업법인에 모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관리조직의 운영주체가 되고 물류시설 운영주체는 농



- 136 -

협 또는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되도록 식재료 공급체계

가 개선되야 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였다(54.5%). 이와 같이

식재료 공급체계가 센터 공급체계로 일원화 될 경우 구매업무의 경감 및 편리

성 증진(37.9%), 식재료의 안전성 향상(25.1%)을 장점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며,

독점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매우 우려하였다(63.8%). 전남지역 7개 시․군의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의 영양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모든 식품을 공급받고 싶다고

33.6%가 응답하였다(장미숙, 2012). 또한, 2009년도 전라북도 영양(교)사 300명

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이용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52.6%

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받기를 희망하였다(노정옥,

2011). 이는 영양(교)사가 신뢰재인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처로서 학교급식지원

센터를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연구 2의 결과 영양(교)사의 87%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

의하였으나 연구 1의 결과, 센터 운영자들은 50%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센터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영양(교)사와 센터 운영자 간에 인식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연구 2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중

단시 센터와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23%,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4%였듯이 아직은 센터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센터 운영자들은 학교급식지

원센터 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센터 평가요소는 식재료 품질의 적정성(35.3%), 가격의 적정성(23.4%), 공급

의 안정성(17.6%), 식재료의 안전성(15.0%)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

국 초․중․고등학교 993개교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1순위가 품질(52.5%),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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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24.0%), 3순위가 공급업체의 신뢰성(22.6%)이었다(양일선 등, 2003).

부산시내 초․중등학교 50개교의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는 영양

사, 학교장, 학부모대표 126명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요인 우선

순위에 관한 연구에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품질요인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이 위생요인, 신뢰요인, 서비스요인, 가격요인 순으로 가격요

인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명주 등, 2008). 본 연구와 양일선 등(2003)

의 연구에서 가격요인이 품질요인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았는데 박명주 등

(2008)의 연구에서 가격요인이 최하위인 이유는 급식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단

작성과 식재료를 구매해야 되므로 가격에 민감한 영양(교)사의 비율이 1/3로

제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 3의 결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높고,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의 적정성

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센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던 센터의 운영 효과로

소득 및 가격의 안정성, 식재료의 품질, 센터 및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 식

재료의 저렴한 가격 및 농산물의 소비촉진이 도출되었다. 성공요인은 센터장

의 리더십과 사명감, 경쟁력 있는 운영시스템, 즉, 센터의 균형적인 운영체계,

합리적인 가격체계,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소비자, 식재료와 생산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기존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협력으로, 장애요인은 식재료 공급품

목의 다양성 부족과 행․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분석되었다.

N센터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격을 농가로부터 식재료를 매입한 가격의

115%로 정하였다. 이는 센터의 농산물 집하장 운영비 5%와 학교로의 배송비

10% 등 최소한의 비용을 더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가격체계이었

다. 이러한 가격체계는 학교 식재료 납품가격을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운송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일정률의 수수료 형태로 부과하여 결정하는 체계

로 로컬푸드 연구자들이 제안한 내용과 유사하였다(김은진 등, 2011; 김형근,

2013; 허남혁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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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센터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하였다. 영양

(교)사가 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결

정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 센터와 차이가 있었다. 연구 1

의 결과, 식재료를 공급하는 센터의 70%가 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수의계

약 형태로 하였고, 센터를 통해 공급받는 식재료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농업계와 로컬푸드 연구자들 거의 모두

학교와 센터와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다(김은진 등,

2011; 김형근 2013; 박영범 등, 2010; 채성훈 등, 2010; 허남혁 등, 2012; 황윤

재 등, 2011). 그럼에도 N센터가 지명경쟁입찰을 한 이유는 N센터의 경우 센

터를 통한 우수 식재료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없이 농업

기술센터 공무원 개인의 리더십과 사명감으로 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기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기존 업체가 공급하는 식재료보다 품질이 좋고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N센터는 소비자, 생산품과 생산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이는 원칙

중심의 철저한 상품 및 매장관리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형

성한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요인이라고 한 것(황성혁, 2013)과 맥을 같

이 하고 있었다. 또한 N센터는 기존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센터

운영과 식재료 배송을 원활히 할 수 있었다. 인근의 P시는 2012년 학교급식지

원센터를 건립하고,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의 식재료를 센터(농협이 위탁운영)

를 통해서 현물로 지원하였다.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은 농협의 독점이라

며, 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 입찰 참가 거부 등 반발을 하여 관내 초․중․

등학교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다. 그 결과 P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는

농산물은 현행대로 센터가 공급하고, 이를 제외한 공산품과 가공품은 센터와

식재료 납품업체가 공개경쟁을 통해 입찰로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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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4; 2012. 4. 2.; 2012. 5. 11). 이렇듯 센터와 기존 업체의 원활한 협력

관계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 외에 일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그 차이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06년

전면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원활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학교급

식법, 200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09년에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

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2013). 센터의 설치․운영권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이었으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두 센터 모두의 설치․운영권

자이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에 설치 근거만 두고 그 설치․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였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는 그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보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법에 규정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되었으나 2011년 현재 2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서 그 현황조

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에 도입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 12개소가 개원한 이래 2012년 10개소, 2013년 14개소가 개원하여 현재

총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13), 2014년에는 더

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센터를 두어 지역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전국에 42,52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개소당 평균 원아 수는

35명이다. 민간어린이집이 88%를 차지하는(보건복지부, 2013) 현실에서 영양

사 등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이다. 이



- 140 -

렇듯 어린이집 급식의 질, 위생 등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의

해결방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학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1,360개교로 평균 학생수가 592명(교육부 d, 2013)이다. 학

교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영양․위생 등 급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있다. 따라서 영양․위생 등 기본적인 관리 이외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 식재료 지원이 필요하였고, 이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급식지원

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권자는 시․군․구청장으로 같지

만, 제도 도입 배경과 설치목적, 운영형태가 다르다.

본 연구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양(교)사 만족도와 센터운영

사례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18개소 중 12

개소가 생산자단체에 위탁되어 물류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센터 운영위탁의 절

차, 가격 설정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도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센터 운영자들은 향후 센터의 공급품목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센터를 통한 우수

식재료비 지원, 센터의 공공성․공익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교

급식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영양(교)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센터

가 공급하는 식재료의 품질․신선도, 배송의 정확성, 발주시스템의 편리성 등

에 대한 만족도는 식재료 반품․교환의 용이성과 공급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영양(교)사의 과반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체계로의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식재료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

도 컸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

며, 이용자에 의한 센터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영양(교)사의 니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센터는 균형적

인 운영체계, 합리적인 가격체계,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 경쟁력 있는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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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급식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영양․위생․작업관리 등 다양

한 관리활동과 교육활동이 필요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기술지원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는 식재료, 그 중에

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지원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 1에서는,

2011년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지만

운영 사례의 수가 적어 분석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 2에

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역시 조사대상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이용자에 대

한 전수조사를 하였으나, 센터간 규모의 차이가 커서 전체적인 결과 해석에

있어 지역센터 이용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자와 이용자 양측을 대상으로 운

영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사례연구를 통해 센터 운영의 효과를 확인하

고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센터를 지도․감독 및 개선하는 기초

자료로, 향후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운영의 기초자

료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자에게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기초자

료로, 이용자인 교육청과 학교에는 관할 센터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

며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초자료로,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센터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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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과 후

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여 관리업무와 물류업무로 구분하며,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담당하고 물류업무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것을 제안한다. 관리조직 운영주체가 물류시설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지도․감

독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체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그림

6-1>.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센터의 70%가 물류중심형으로 센터의 관리

조직과 물류시설 운영주체가 동일하여 사실상 물류기능 수행에 대한 지도․감

독 또는 견제가 어려운 구조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6-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체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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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관리업무 담당인력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의 현장

경험이 많은 지도직 공무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센터의 핵심 업무인 지역 우수 식재료 조달, 생산자 간의

갈등 조정, 교육청과 학교와의 협조 등을 원만히 잘 수행해 나갈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생산자, 영양(교)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학교급식과 농업생산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음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가격결정 기준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생산자로부터의 식재료 매입가격은 도매시장 가격의 100%, 학교에

공급하는 가격은 매입가격의 115%와 같이 가격결정 기준을 정하고 공개한다.

가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는 것은 농가와 학교 모두 센터를 신뢰하

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여 농가와 학교의 접근

성을 좋게 하며, 물류시설은 가급적 기존시설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단

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이 지역의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및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시설을

활용할 경우 초기 투자비를 절약할 수 있고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물류시설 운영비 등도 절약하여 학교 식재료 가격에 반영되는 부

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식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류시

설에서의 가공은 지양한다. 필요한 경우 농가에서 전처리 등 가공을 하도록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 위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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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농산물 이용 확대와 더불어 생산․유통과정의 안전성

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물, 공산품, 가공품 등은 HACCP제도

등 농산물보다는 비교적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므로 교육청 또는 학교간 공동

구매 등을 통해 물류의 효율화와 가격, 품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학교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이

용자의 센터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

재정적으로 관내학교에 대해 센터 이용을 강제하면 할수록 센터 운영의 효율

성은 떨어지고 이용자의 만족도는 낮아지며 센터 제도의 지속가능성 또한 낮

아질 것이다. 센터에 대해 이용자가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센터 계속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센터는 식재료 품질과 가격, 안전성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 등 농업생산 기반이 크게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 지역센터보다

는 광역센터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 등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조달해야 하

므로 물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확대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

축할 것을 제안한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의 업무협력 또는 정책적

지원 없이 지방자치제도의 벽을 넘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상담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원활

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센터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조직, 업무, 참여 농가 조

직 방법, 학교와 거래 방법, 생산 및 가격 관리 방법, 물류센터 선정 및 지도

감독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운영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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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점과 효율화를 위한 상담 및 관계자 교육 등 다양한 기술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명칭을 “친환경 식재료 지원센터”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관내 학교에 지역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며 지역순환 먹거리체

계를 구축하는 사업은 국민의 관심사인 학교급식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학교

는 연간 180일만 급식을 하는 등 한계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지역순환

먹거리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급대상을 학교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보육시설과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하며, 노인급식, 군대급식 등 지역 우

수 식재료의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명칭도 이에 맞게 변경할 필요

가 있다.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의

수행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매제도 변경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질, 가격 등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일반 식재료 공급업체에서 구매한

경우와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의 질 향상,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증

가, 식중독 등 사고 감소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규모별, 도시와 농촌 등 지역별 만족도 조사가 필

요하다.

넷째, 이용자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이론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제도가 도입 된지 거의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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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그 규모도 매우 크다. 우수 식재료비 지원의 효과, 즉, 학교급식에 지

역농산물 사용 증가, 식단의 신선채소와 과일 사용량 증가, 학생의 식습관 변

화, 농가 소득 증가, 작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업무 전반의 구체적인 관리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덟째, 학교급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개발, 학생 식생활 교육자료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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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센터 운영자 설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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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학

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되지 7년이 지났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명칭과 기능은 다소 차이가 있지

만 2011년 기준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귀 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에 2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총 9페이지로 약 20-30분의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귀 센터의 운영

실무를 맡고 계신 귀하의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

교급식지원센터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연구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귀 기관의 사업관련 자료, 홍보자료 등이 있으면 반송용 봉투에 동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서울대학교의 작은 기념

품을 동봉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전공 조혜영

(연락처 : 02-880-5070, hj2605@snu.ac.kr)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윤지현

(연락처 : 02-880-8750, hoonyoon@snu.ac.kr)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실태에 관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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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 정부 지원금 자기 부담금 기타 재원

( 억 원) : ( 억 원) ( 억 원) ( 억 원)

건물 총 규모 : 저온저장고 전처리실 물류작업장 기 타

( ㎡) : ( ㎡) ( ㎡) ( ㎡) ( ㎡)

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1. 귀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시․군농업기술센터 □ 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업협동조합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식재료공급 전문업체 □ 기타( )

2. 앞에서 귀 센터의 운영주체가 시․군․구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아닌 경우, 귀 센터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센터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3. 다음 업무 중 귀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급식 실태조사 □ 자치단체의 식재료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의 적정 사용에 대한 확인 □ 농산물 및 식생활관련 교육

□ 우수 식재료 생산자(단체) 소개 등 학교와 지역 생산자의 연계(직접 공급 안함)

□ 직접 식재료 공급(물류센터 운영) □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식재료 공급

4. 귀 센터가 앞의 업무 이외에 수행하는 중요업무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귀 센터가 학교에 직․간접으로 식재료를 공급한다면 식재료 유통시설은 어떻게 갖추었습니까?

□ 산지유통전문시설(APC) 등 기존의 시설을 활용

□ 도매시장 등 기존의 유통시설을 활용

□ 학교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전용시설을 건립

□ 생산자와 학교를 연결시키는 역할만하므로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출 필요 없음

□ 기타( )

6. 귀 센터가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그 건물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7. 귀 센터가 식재료 유통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그 시설비는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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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내산 수입산 GAP인증품 지자체인증품 친환경인증품 : 친환경인증품비율

쌀 □ □ □ □ □ : ( %)

잡곡류 □ □ □ □ □ : ( %)

채소류 □ □ □ □ □ : ( %)

과일류 □ □ □ □ □ : ( %)

축산물(계육,

난류포함)
□ □ □ □ □ : ( %)

수산물 □ □ □ □ □ : ( %)

김치류 □ □ □ □ □ : ( %)

가공품 □ □ □ □ □ : ( %)

학교이외의 판매처 :

총 매출액 학교 매출액 학교외 매출액

( 억 원) ( 억 원) ( 억 원)

Ⅱ. 식재료 조달

8. 귀 센터는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이외에 회사, 유통업체, 인터넷

판매 등 다른 곳에도 식재료를 공급(판매)합니까?

□ 학교에만 공급(판매)

□ 학교이외의 곳에도 공급(판매)

9. 귀 센터의 2011년도 총 매출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1. 귀 센터가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 종류를 모두 고르시오. 식재료 종류 중 일부 품목만 공

급하는 경우에도 표기(√)하고, 친환경인증품의 비율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센터가 2011년도에 학교에 공급한 식재료는 금액을 기준으로 관내(동일 시․도)와 관

외(타 시․도)로부터 조달한 비율은 어떠합니까?

□ 관내 : ( %) □ 관외 : ( %) □ 수입산 : ( %)

3. 귀 센터의 식재료 조달업무(관내조달, 관외조달 등)는 누가 담당합니까?

□ 센터 소속 직원이 직접 담당 □ 센터와 계약된 별도의 조직이 담당

□ 센터 소속 직원과 계약된 별도 조직이 공동으로 담당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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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생산자와 계약재배 □ 관외 생산자와 계약재배

품목수 : 총 개 품목수 : 총 개

대표 품목 10개 : (

)

대표 품목 10개 : (

)

참여 단체 : 총 개 단체(업체) 참여 단체 : 총 개 단체(업체)

참여 총 농가수 : 총 농가 참여 총 농가수 : 총 농가

Ⅲ. 식재료 계약재배

4. 귀 센터는 관내생산 식재료를 어떻게 조달합니까?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와 계약재배 □ 산지 직구매 □ 산지 유통인 □ 농협유통센터

□ 전문유통․가공업체 □ 도매상 □ 소매상 □ 기타( )

5. 귀 센터는 관외생산 식재료를 어떻게 조달합니까?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와 계약재배 □ 산지 직구매 □ 산지 유통인 □ 농협유통센터

□ 전문유통․가공업체 □ 도매상 □ 소매상 □ 기타( )

6. 귀 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해 이력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 계약재배 농산물 등 일부 식재료에 대하여만 이력추적을 할 수 있다.

□ 거래 장부 등을 통하여 거의 모든 식재료에 대해 이력추적을 할 수 있다.

□ 전산화된 이력추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이력추적이 곤란하다.

□ 기타( )

7. 학교가 귀 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있어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 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보조금이 지원된다

□ 특별한 조건이 없다.

□ 기타( )

1. 귀 센터가 2011년도에 관내, 관외로부터 조달한 식재료 중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한

비율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어떠합니까?

□ 관내 : ( %) □ 관외 : ( %)

2. 귀 센터가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하는 식재료의 품목과 참여 조직 및 농가의 수

는 각각 어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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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생산자와 계약재배 □ 관외 생산자와 계약재배

일반농산물 : ( %) 일반농산물 : ( %)

GAP인증품 : ( %) GAP인증품 : ( %)

자치단체장 인증품 : ( %) 자치단체장 인증품 : ( %)

친환경인증품 : ( %) 친환경인증품 : ( %)

기타 : ( %) 기타 : ( %)

3. 귀 센터가 2011년에 생산자와 계약재배한 식재료의 규모는 금액기준으로 2010년과 비교

하여 어떠합니까?

□ 매우 감소하였다 □ 감소하였다 □ 보통이다

□ 증가하였다 □ 매우 증가하였다

4. 귀 센터가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한 식재료의 품질 비율은 각각 어떠합니까?

5. 귀 센터는 생산자와 계약재배한 품목과 물량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센터에서 모두 매입 □ 센터에서 필요한 품목과 물량만 매입

□ 기타( )

6. 귀 센터와 계약재배하는 식재료에 대한 가격 결정 주기는 대체로 어떠합니까?

□ 1년 □ 6개월 □ 3개월 □ 1개월

□ 정기적으로 ( )개월 계약을 하지만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조정 가능

□ 기타( )

7. 귀 센터가 계약재배한 식재료의 매입가격은 생산자가 같은 품질의 농산물을 시장 출하 하

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대체로 어느 정도 입니까?( %)

8. 귀 센터는 계약재배로 조달한 농산물 대금을 언제 농가에 지불합니까?

□ 식재료 수집후 1주일 이내 □ 식재료 수집후 8일～15일 미만

□ 식재료 수집후 15일～1개월 미만 □ 식재료 수집후 1개월～2개월 미만

□ 식재료 수집후 2개월～3개월 미만 □ 식재료 수집후 3개월 이상

9. 귀 센터는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생산자(농가, 단체 등)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해당하는 것은

모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재배 참여 희망자 모집

□ 센터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권유

□ 생산자가 센터에 참여 요구

□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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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

어떻게 :

연간 손실금 :

손실금 처리 내용 :

연간 이익금 :

이익금 처리 내용 :

Ⅳ. 학교와의 계약 및 식재료 가격

1. 귀 센터와 학교와의 식재료 공급(납품) 계약 방식은 어떠합니까?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 기타

2. 귀 센터와 학교와의 식재료 공급(납품) 계약 주기는 어떠합니까?

□ 1개월 □ 2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기타( )

3. 귀 센터는 학교로의 식재료 배송을 누가 담당합니까?

□ 전담 배송업체가 담당 □ 센터 및 지입제 차량이 담당

□ 기존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를 통해 배송 □ 기타 ( )

4. 귀 센터가 계약재배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의 가격(학교 납품가)은 생산자로부터 매

입한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입니까? ( %)

5. 귀 센터가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의 가격은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6. 2011년에 귀 센터 학교 식재료 공급사업의 손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익금 또는 손실금은

어느 정도이었으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 발생시

□ 손실 발생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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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교급식지원센터관련 인식

1. 다음 중 귀하가 센터업무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학교급식 실태조사 □ 자치단체의 식재료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의 적정 사용에 대한 확인 □ 농산물 및 식생활관련 교육

□ 우수 식재료 생산자(단체) 소개 등 학교와 지역 생산자의 연계(직접 공급 안함)

□ 식재료 물류센터 운영(식재료 조달․공급) □ 기타( )

2. 다음 중 귀하는 귀 센터가 운영되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

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의 농산물 및 식생활관련 교육을 위하여

□ 학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하여

□ 유통단계 단축으로 저렴한 가격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 시장보다 높은 가격의 매입으로 농가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보 등 농업정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 기 타( )

3. 귀하는 “센터의 역할이 식재료 공급 등 물류기능 없이 자치단체 지원 보조금의 적정사용 확

인, 식생활관련 교육 등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매우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그저그렇다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

4. 귀하는 센터가 “식재료 공급 등 물류기능을 꼭 갖추어야한다” 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매우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는다 □ 그저그렇다 □동의한다 □ 매우 동의한다

5. 귀하는 센터가 식재료 공급을 위한 물류센터 기능을 겸하는 경우 식재료 공급은 어느 정도

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 관내에서 계약재배한 농산물만 학교에 공급

□ 학교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관내, 관외에서 조달하여 공급

□ 관내, 관외 조달 농산물과 농산가공품까지 공급

□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전 품목 공급

□ 기존 식재료 유통업체가 많으므로 별도의 센터를 설치․운영 필요가 없음

□ 기 타( )

6. 귀하는 누가 센터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시․군농업기술센터

□ 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업협동조합

□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 식재료공급 전문업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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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필요

하지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센터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 □ □ □ □

센터 운영관리기준 마련(식재료 공

급자 선정기준, 배송업체 선정기준,

가격 결정방법, 위생관리 등)

□ □ □ □ □

센터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

(유통단계별 수수료율 공개 등)
□ □ □ □ □

학부모 등의 센터에 대한 감시활동 □ □ □ □ □

센터를 통한 보조금 지원 □ □ □ □ □

센터 이용에 대한 학교의 선택권 □ □ □ □ □

센터의 공공성, 공익성 □ □ □ □ □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 □ □ □ □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 □ □ □ □

식재료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추

적 시스템 도입 의무화
□ □ □ □ □

소비자가 센터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 □ □ □ □ □

7. 귀하는 센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현재 귀 센터의 장점(우수사례) 또는 제한점(장애요인)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점(우수 사례)

□ 제한점(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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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교육청 :

학교 :

기타 :

센터운영 활성화 및 발전방안 :

센터운영관련 개선관련 의견 :

9.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 활성화 및 발전방안, 개선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0.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의 정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로 센터와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꼭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 171 -

1. 귀 센터의 운영시작은 언제

부터 입니까?
( 년도)

2. 귀 센터의 운영주체 명칭은

어떠합니까?
( )

3. 귀 센터가 식재료를 공급하

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도, 시․군․구 단위로 표시

4. 귀센터를직접지도․감독하는

자치단체의 부서는 어디입니

까?

( 도(시) 과) 또는

( 시(군) 과(센터) )

5. 귀 센터가 식재료를 공급하

는 학교수는 어떠합니까?

□ 초등학교( 교) □ 중학교( 교) □ 고등학교( 교)

□ 유치원( 교) □ 어린이집( 교) □ 기타( 교)

6. 귀 센터의 직원 수는 몇 명

입니까?
총 명(정규직 명, 계약직 명)/학교급식 전담직원 명

7. 귀하의 성별은 어떠합니까? □ 남자 □ 여자

8. 귀하의 연령은 어떠합니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9. 귀하의 학력은 어떠합니까?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 기타( )

10. 귀하의 식재료관련

근무경력은 어떠합니까?

□ 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15년 미만

□ 15년～20년 미만 □ 20년 이상

11.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

까?
□ 실무자 □ 팀장급 □ 센터장 □ 그 외( )

Ⅵ. 지원센터 및 응답자에 관한 일반사항

설문에 응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본 설문지는 동봉된 봉투에 넣어 2012년 11월 16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센터 운영관련 지침, 운형현황, 홍보 등의 자료가 있으면 회신용 봉투에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설문지 작성에 관한 의문사항은 조혜영에게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02-880-5070, 016-9212-2605 / 이메일 : hj2605@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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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영양(교)사 설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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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조사기간 : 2011.6.29 - 7.20

설문대상 : 서울, 경기, 순천, 경주지역 학교의 영양(교사)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선생님의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이용현황과 동

지원센터에 대한 영양(교)사의 인식, 만족도, 니즈 등에 관한 조사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

육과학기술부의 협조하에 이번 설문을 진행하오니, 업무에 바쁘시지만 선생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체계 마련 등 학교급식 발

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연구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

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본 설문지 응답에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설문조사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전공 조혜영

(연락처 : 02-880-5070, hj2605@snu.ac.kr)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윤지현

(연락처 : 02-880-8750)

[설문조사 참여하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영양(교)사 온라인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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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학교와 거래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느 곳입니까?

○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 경기 (사)클린팔당 ○ 순천농협 ○ 경주 농업기술센터

2.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3. 귀 학교의 설립별 형태는 어떠합니까?

○ 국립 ○ 공립 ○ 사립

4. 귀 학교의 학교급식 유형은 어떠합니까?

○ 도시형 ○ 농어촌형 ○ 도서벽지형

5. 귀 학교의 급식운영 형태는 어떠합니까?

○ 직영급식 ○ 위탁급식 ○ 일부업무 위탁급식

6. 귀 학교의 급식관리 형태는 어떠합니까?

○ 단독조리 ○ 공동조리 ○ 공동관리

7. 귀 학교의 무상급식(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없음) 실시현황은 어떠합니까?

○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 ○ 일부 학년 및 저소득층 학생만 무상급식 실시

○ 저소득층 학생만 무상급식 실시 ○ 기타( )

8. 귀 학교는 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 식재료비(식재료 보조금)를 지원받고 있습

니까?(무상급식비 지원과 별도)

○ 지원받고 있다 ○ 지원받고 있지 않다

9. 귀하의 성별은 어떠합니까?

○ 남 ○ 여

10. 귀하의 연령대는 어떠합니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11. 귀하의 직위는 어떠합니까?

○ 영양교사 ○ 식품위생직 공무원 ○ 학교회계직 영양사

○ 단기계약직 영양사 ○ 기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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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귀 학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식재료의

종류 중 어떠한 품질의 식재료를 올해 1학기에 구매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인증 GAP인증
HACCP인증,
지역인증품,
품질인증품

일반 국내산
친환경 등 인
증품과 일반
국내산 모두

쌀 ○ ○ ○ ○ ○

잡곡류 ○ ○ ○ ○ ○

채소류 ○ ○ ○ ○ ○

과실류 ○ ○ ○ ○ ○

축산물(계육 ,
난류 포함)

○ ○ ○ ○ ○

수산물 ○ ○ ○ ○ ○

12. 귀 학교의 올해 5월, 1일 평균 점심급식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 200명 이하 ○ 201명 - 400명 ○ 401명 - 600명 ○ 601명 - 800명

○ 801명 - 1,000명 ○ 1,001명 - 1,200명 ○ 1,201명 - 1,400명 ○ 1,401명 이상

13. 귀 학교의 올해 5월, 1인 1식당 점심급식비는 얼마입니까?(우유 값은 제외,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등 학부모 부담액,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액은 모두 포함)

○ 1,600원 이하 ○ 1,601원 - 1,800원 ○ 1,801원 - 2,000원 ○ 2,001원 - 2,200원

○ 2,201원 - 2,400원 ○ 2,401원 - 2,600원 ○ 2,601원 - 2,800원 ○ 2,801원 이상

14. 귀 학교의 올해 5월, 1인1식당 점심급식비(문항 13)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 62% 미만 ○ 62% - 64% 미만 ○ 64% - 66% 미만 ○ 66% - 68% 미만

○ 68% - 70% 미만 ○ 70% - 72% 미만 ○ 72% - 74% 미만 ○ 74% 이상

15. 귀 학교의 올해 5월, 1인1식당 점심급식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입니

까?(우유 값은 제외, 일부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무상급식 미실시 학년의

경우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급식으로 미 부담 ○ 1원 - 1,400원 ○ 1,401원 - 1,600원 ○ 1,601원 - 1,800원

○ 1,801원 - 2,000원 ○ 2,001원 - 2,200원 ○ 2,201원 - 2,400원 ○ 2,401원 - 2,600원

○ 2,601원 - 2,800원 ○ 2,801원 이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 경기도

의 (사)클린팔당, 순천농협 산지유통센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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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류 ○ ○ ○ ○ ○

김치류 ○ ○ ○ ○ ○

장류가공품 ○ ○ ○ ○ ○

기타가공품 ○ ○ ○ ○ ○

17. 귀 학교에서 올해 5월, 한 달간 집행한 총 식품비(우유 값은 제외, 교육청과 자치단

체 지원금은 포함)중 지원센터를 통한 구매비율은 금액기준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0% ○ 20% 미만 ○ 20% - 40% 미만 ○ 40% - 60% 미만

○ 60% - 80% 미만 ○ 80% - 100% 미만 ○ 100%

18. 귀 학교에서 올해 5월 한 달간 집행한 농산물 구입비 중 지원센터를 통한 구매비율

은 금액기준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 0% ○ 20% 미만 ○ 20% - 40% 미만 ○ 40% - 60% 미만

○ 60% - 80% 미만 ○ 80% - 100% 미만 ○ 100%

19. 귀 학교가 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지원센터가 공급하는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므로

□ 지원센터 공급 농산물의 원산지와 품질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 지원센터 공급 농산물의 가격이 저렴하여서

□ 지원센터를 통한 계약·구매의 편리성 때문에

□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지역농민과 농업발전, 환경에 도움이 되므로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을 권장하여서

□ 빠른 배송 및 반품교환 등 서비스가 좋아서

□ 기타

20. 문항 19에서 응답한 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원센터가 공급하는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므로

○ 지원센터 공급 농산물의 원산지와 품질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 지원센터 공급 농산물의 가격이 저렴하여서

○ 지원센터를 통한 계약·구매의 편리성 때문에

○ 지역농산물 사용으로 지역농민과 농업발전, 환경에 도움이 되므로

○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을 권장하여서

○ 빠른 배송 및 반품교환 등 서비스가 좋아서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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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귀 학교는 식재료 중 농산물 구입 시 지원센터 이외에 일반업체와도 거래합니까?

○ 일반업체와도 거래함 ○ 거래하지 않음

22. “문항 21”에서 일반업체와도 거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문항 22와 문항 23

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학교가 지원센터 이외에 일반업체와도 거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지원센터의 식재료 취급품목이 부족하여 □ 지원센터의 식재료 조달 물량이 부족하여

□ 지원센터의 식재료 가격이 비싸서 □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이 좋지않아서

□ 지원센터의 배송 등 서비스가 미흡하여 □ 지원센터의 거래선 다변화(경쟁유지)를 위하여

□ 기존의 일반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 기타

23. 귀 학교가 지원센터 또는 일반업체로 식재료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가장 중요한 기

준은 무엇입니까?

○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여부 ○ 지원센터, 일반업체의 구매품목이 지정되어 있어

○ 식재료 가격의 높고 낮음 ○ 식재료 품질의 높고 낮음

○ 배송 등 서비스의 좋고 나쁨 ○ 친환경농산물,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 여부

○ 기타( )

24. 귀 학교와 거래하고 있는 지원센터에 대한 귀하의 경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

는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 없다

지원센터 운영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교육)들은 적이 있다 ○ ○

지원센터의 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다 ○ ○

지원센터를 통하여 생산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 ○

지원센터의 식재료 가격조정, 공급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적
이 있다

○ ○

25. 귀 학교와 거래하고 있는 지원센터에 대한 귀하의 인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

는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보농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
렇지않다

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친환경인증 표시에 대하여 신뢰할 만하다

○ ○ ○ ○ ○

지원센터와의 거래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
여한다.

○ ○ ○ ○ ○

지원센터와의 거래는 우리지역 농산물 사
용 확대에 기여한다

○ ○ ○ ○ ○



- 178 -

26. 귀하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수입, 유통체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지원센터는 수요자인 학교의 요구를 반영
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 ○ ○ ○

27. 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비 지원이 중단되어도 지원센터와 계속 거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28. 귀 학교가 지원센터로부터 공급받는 식재료에 대한 아래 각 항에 대한 만족도는 어

떠합니까? 해당하는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zj보통q매우매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품질(맛, 크기, 색 등) ○ ○ ○ ○ ○

신선도 ○ ○ ○ ○ ○

포장상태 및 표시사항 ○ ○ ○ ○ ○

위생 및 안전성 ○ ○ ○ ○ ○

품목의 다양성 ○ ○ ○ ○ ○

규격의 다양성 ○ ○ ○ ○ ○

가격의 적정성 ○ ○ ○ ○ ○

공급물량의 충분성 ○ ○ ○ ○ ○

29. 귀 학교에서 지원센터로부터 공급받는 식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

까?

○ 매우 높다 ○ 높다 ○ 보통이다 ○ 낮다 ○매우 낮다

30. 귀 학교에서 지원센터로부터 공급받는 식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종전의 일

반업체와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 매우 높다 ○ 높다 ○ 비슷하다 ○ 낮다 ○매우 낮다

31. 귀 학교는 지원센터와 거래하기 전에 종전업체와는 어떤 방법으로 농산물 구매계약

을 하였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일반경쟁입찰 □ G2B 등 전자조달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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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귀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지원센터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아래 각 항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해당하는 각 항목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zj보통q매우매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

운영체계의 효율성 ○ ○ ○ ○ ○

계약방법의 적정성 ○ ○ ○ ○ ○

발주시스템의 편리성 ○ ○ ○ ○ ○

배송의 정확성 ○ ○ ○ ○ ○

반품, 교환의 용이성 ○ ○ ○ ○ ○

반품시 조치의 적절성 ○ ○ ○ ○ ○

배송위생(차량, 종사자 등) ○ ○ ○ ○ ○

지원센터와의 의사소통 ○ ○ ○ ○ ○

생산, 유통, 가격등정보제공 ○ ○ ○ ○ ○

33. 귀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지원센터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

족도는 어떠합니까?

○ 매우 높다 ○ 높다 ○ 보통이다 ○ 낮다 ○매우 낮다

34. 귀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지원센터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

족도는 종전의 일반업체와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 매우 높다 ○ 높다 ○ 비슷하다 ○ 낮다 ○매우 낮다

35. 귀 학교에서 지원센터로부터 공급받는 식재료와 서비스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전

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매우 높다 ○ 높다 ○ 보통이다 ○ 낮다 ○매우 낮다

36. 귀 학교에서 지원센터로부터 공급받는 식재료와 서비스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전

반적인 만족도는 종전의 일반업체와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 매우 높다 ○ 높다 ○ 비슷하다 ○ 낮다 ○매우 낮다

37. 귀하가 지원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느끼신 장점과 단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원센

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안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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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귀하는 향후 지원센터에서 어떤 종류와 품질의 식재료를 공급(취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현재 공급받는 것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것을 고르시오)

친환경인증 GAP인증
HACCP인증,
지역인증품,
품질인증품

일반 국내산
친환경 등 인
증품과 일반
국내산 모두

쌀 ○ ○ ○ ○ ○

잡곡류 ○ ○ ○ ○ ○

채소류 ○ ○ ○ ○ ○

과실류 ○ ○ ○ ○ ○

축산물(계육 ,
난류 포함)

○ ○ ○ ○ ○

수산물 ○ ○ ○ ○ ○

양념류 ○ ○ ○ ○ ○

김치류 ○ ○ ○ ○ ○

장류가공품 ○ ○ ○ ○ ○

그외가공품 ○ ○ ○ ○ ○

39. 귀하는 누가 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농수산물공사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협 ○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 식재료공급 전문업체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가 공동 운영

○ 별도의 특수법인 ○ 기타( )

40. 귀하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범위를 현재 우수 농산물공급 위주에서 일반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41. 귀하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식재료가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되도록 학

교급식용 식재료 공급체계가 개선되어야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42.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 거의 모든 식재료가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되도록 제고

가 변경될 경우, 귀 학교의 급식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

은 무엇입니까?

○ 식재료의 질 향상 ○ 식재료의 안전성 향상

○ 식재료 공급자의 신뢰 향상 ○ 구매업무의 경감 및 편리성 증진

○ 식재료비 절감 ○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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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등 거의 모든 식재료가 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급되도록 제고

가 변경될 경우, 귀 학교의 급식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식재료 독점공급으로 식재료 가격상승 ○ 식중독 발생시 대형화

○ 우수한 식재료는 시장으로 판매하고 학교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를 공급

○ 학교의 식재료 구매의 자율성 침해 ○ 우려되는 것이 없다

○ 기타( )

44. 귀하는 지원센터가 학교에 식재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45. * 앞의 문항 44에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문항 45에서 문항

47까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주체로 누가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 개별학교 ○ 시․군교육청

○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 시․도교육청

○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 지자체 급식지원심의위원회

○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 ○ 기타( )

46. 귀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한다면 언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지원센터와 구매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직전에 ○ 1년에 1회 정기적인 평가

○ 지자체 등이 지원센터의 지위를 인정하기 직전에 ○ 기타( )

47. 귀하는 지원센터 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요소는 무

엇입니까?

○ 식재료 품질의 적정성 ○ 식재료 가격의 적정성

○ 식재료 공급의 안정성(물량 및 다양성) ○ 식재료의 안전성

○ 지원센터 경영의 효율성 ○ 지역산 농산물 공급 가능성

○ 기타( )

48. 귀하는 지원센터의 평가항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는지 각 항목 모두에 대하여 해당하는 점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zj보통q매우매중요

◀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원센터 운영주체의 성격(국가, 지자체, 영리법인 등) ○ ○ ○ ○ ○ ○ ○

지원센터 업무 중 학교 식재료 지원사업 비중 ○ ○ ○ ○ ○ ○ ○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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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영, 위탁운영, 연합운영 등 운영형태 ○ ○ ○ ○ ○ ○ ○

지자체 등의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 ○ ○ ○ ○ ○

지원센터의 냉장창고, 작업장 등 적정시설 확보 ○ ○ ○ ○ ○ ○ ○

경영수지(인건비 비중, 식재료 매출액 등) ○ ○ ○ ○ ○ ○ ○

식재료 유통단계의 많고 적음 ○ ○ ○ ○ ○ ○ ○

배송업체 등 협력업체 관리의 투명성 ○ ○ ○ ○ ○ ○ ○

학교와지원센터의계약방법 ○ ○ ○ ○ ○ ○ ○

49. 귀하는 지원센터의 평가항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는지 각 항목 모두에 대하여 해당하는 점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zj보통q매우매중요

◀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원센터 공급 식재료 중 계약재배를 통한 조달 비율 ○ ○ ○ ○ ○ ○ ○

지원센터 공급 식재료 중 지역산 식재료 비율 ○ ○ ○ ○ ○ ○ ○

식재료 이력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인가 ○ ○ ○ ○ ○ ○ ○

농가작업에 대한 위생기준관리시스템 구축여부 ○ ○ ○ ○ ○ ○ ○

지원센터의 위생 기준 및 작업매뉴얼 준수여부 ○ ○ ○ ○ ○ ○ ○

지원센터 공급 식재료 안전성 검사시스템 유무 ○ ○ ○ ○ ○ ○ ○

50. 귀하는 지원센터의 평가항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는지 각 항목 모두에 대하여 해당하는 점수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zj보통q매우매중요

◀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납품가격 결정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 ○ ○ ○ ○ ○ ○

납품가격의적절성(학교납품가와생산자수취가격비교등) ○ ○ ○ ○ ○ ○ ○

발주 등 사무관리의 편리성 ○ ○ ○ ○ ○ ○ ○

지역산 식재료 생산, 수급 등 정보제공 ○ ○ ○ ○ ○ ○ ○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개선노력 ○ ○ ○ ○ ○ ○ ○

식재료 공급이외의 견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 ○ ○ ○ ○ ○

학교와지원센터의계약방법 ○ ○ ○ ○ ○ ○ ○

51. 지원센터가 우수 식재료 공급업무 이외에 향후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업무를 더 확

장한다면, 귀하는 어떠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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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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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 센터

계약재배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6)

계약재배를 통한 친환경로컬푸드(친환경 우수농산물)

제공
C, G, K, M

생산자와 계약재배 등 연중 공급 가능 H

GAP인증, 경남 최대 친환경공급업체로 단가 및

농가평가 우수
R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7)

철저한 품질검사와 안전성 검사를 통해 검증된 식재료

제공
E, J, K

전과정 추적 가능한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H, J

학교급식용 식재료 안전성 검사, 유통업체 효율적 관리 A

식재료 품질기준 강화 B

가격 저렴

(6)

기존시설 활용으로 예산 절감 B

물류센터 없이 생산자-학교 연결로 예산부담 없이 목적

달성
A

학교급식외 타사업 병행으로 급식원가 공급 가능 H, K

지역우수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급식비 부담

적음,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N

가격의 투명화 M

유통단계

단축

(6)

생산, 상품화, 유통 3단계를 일원화하여 학교급식 공급

체계 완성
J

농민들이 직접 참여함(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센터

운영)
M, O, P

지역 생산자를 학교와 연결시켜, 생산자와 학교 모두

윈윈
B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센터 H

공공성

(3)

민관공동운영협의회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확보

(민관거버넌스체계)
C

전품목 일괄 ONE-STOP으로 배송, 소규모 학교 우수

재료 공급
I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이 센터 운영 F

계 28

표 부록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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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 센터

예산지원 부족

(7)

자체운영비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짐 J

오지 소규모 학교 운반비용 등 제반 비용 증가 G, I , J

예산 및 인력 부족 A

지원받지 못해 영세한 납품환경 P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없어 큰 매입 건에

부담이 많음
R

계약의

불안정성

(5)

연중 계약이 안 되므로 계약재배 어려움 M

수의계약 불가능 L

1회 납품량이 적고 납품 일수가 적음 N

지역친환경 농산물만 취급하여 품목의 다양성 제한

있음
O, Q

업무처리시스템

미확립

(5)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경험 부족으로 체계적, 효율적

운영 어려움
C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법률적 규격 없음 K

초기에 정착 어려움 N

수집에서 납품까지 물류비 절감 필요 J

생산 및 유통 이력추적 시간 많이 소요 및

절차가 번거로움
A

기타

(3)

관내생산 기반이 없어 전국에서 조달 받아야함 E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로 사업추진 어려움 B

잉여농산물의 처리 어려움 B

계 20

표 부록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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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내용 센터

제도 개선

광역센터에서 물류 기능 수행위한 법적근거 마련 F

광역센터, 기초센터 상호 보완적 관계 정립 B, C

센터 역할 명확한 법제화 M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함께 참여해 공동 결정할 수 있게 제도개선 M

수의계약 범위 확대(센터통한 공급시 한도 폐지) E, H

예산지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보조금 등으로 손익보전 필요 G

소규모학교에 대해 지자체가 물류비 지원 I

소비자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센터 유통기반 형성 지원금 지원 필요 J

안전성검사 농약잔류 검사 비용 지원 K

식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시설과 설비 도입 시급함 F, O, P

농가와 센터에 대한 지원 절실 P

행정지원

지역 생산자에 대한 예산지원 업무를 센터로 이전 B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 필요 B, F

급식관련 조직의 일원화 체계화(지자체 각부서, 교육청, 지원센터 등) A

계약주기를 매월에서 학기단위, 1년 단위 계약으로 확대 H, R

센터이용 권고 및 센터 이용학교에 물적 지원 필요, 센터 납품하는

업체 및 단체에 지원 확대
R

기 설치된 급식센터는 납품업체와 동일함. 정부지원으로 납품업체

양산, 농림분야에서 지원센터 설치 지원은 타당하지 않음
N

민관거버넌스 강화 B, F

계약재배시 생산자 관리감독 강화 필요(원산지관리 철저) C

공동식단 발굴(시기적으로) K

농협은 농협유통의 전문성 가진 직원들 전진배치 필요 J

농촌소규모학교 전일배송(센터 운영비 상승 원인) M

운영시스템

정립 지원

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금액 제시 창구 필요 F

소비자, 생산자 소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C

가격결정시 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가격결정 G

잉여물량에 대한 수도권 및 타 시군 교류, 지원센터간 거래 활성화 K, I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H

안전점검과 교육지원 등 급식업무에 대한 실질적 지원확대 A

이해, 홍보

우수 식자재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수요자인 학교의 적극성, 공급자인

농가의 안정적 재배)
N

지자체, 교육청, 학교, 센터, 시민단체 등 협조체제 구축 H

표 부록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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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제 내용 센터

지방

자치

단체

행정지원

큰 틀에서 지침 줄 것 E

생산자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센터로 이관 B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간 기능 구분과 역할 연계방안 모색 F, C

정산서류 간소화 등 업무 간소화 C

학교급식관련 전담부서 및 전담 실무자 배치 M

조례제정, 센터 건립지원방안 등 많은 관심 요구됨 O

예산지원

친환경 식자재, 우수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한 지원금 지속 지원 H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각종 보조혜택 지원 I

지자체의 지역 1차농산물을 단순가공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지원 B

친환경농산물 가격결정시 일정액의 매출이익 보장 G

차량, 물류창고 등 금전적 지원 절실 P

식재료 안전성 확보장비 구비(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B

지원의

효율성

건물 신축보다 기존 시설 갖춘 사업장 이용 방법 모색 J

전국 친환경유통 전문센터 의견 수렴하여 동반자적 입장 필요 J

로컬푸드, 지산지소 강요보다는 제철, 산지품목 우선 관리 필요 J

지도감독

강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및 지역농산물 이용실태 관리 N

급식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 지도감독 철저 C

센터 운영주체를 관리 맡아 단순 이윤이 목표가 아닌 안전한

학교급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R

표 부록 4.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 정착을 위한 센터 운영자의 기관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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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제 내용 센터

교육청

센터와

협력 강화

학교를 총괄하여 대표 역할 E, F

센터와 업무협의 정례화 또는 교육청직원을 파견해 협력강화 B

지원센터에 적극 협조(지역농업보호, 친환경농업육성 등 효과 큼) H

교과부는 센터와 계약관련 지침을 줄 것 I

센터와 학교간 교류의 장을 매월 마련, 상호 이해도 높임 R

행정지원

학교로 행정력 지원 G

학교와 센터간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 M

공동(추천) 식단제 개발 C

현실에 맞는 급식단가 책정 K

관내농산물

사용 독려

관내 재배 친환경농산물 많이 사용토록 학교 독려 P

급식재료 공급 및 조달에 관한 관심 증대 N

홍보, 교육 친환경 제품 안내 및 홍보 교육, 회의 필요 J, O

학교

교육 확대

위생, 품질 강화 및 평생 식습관 교육 강화 B

학교급식, 식생활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F

지역농민과 식생활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현장체험교육 확대 M

친환경농산

물사용확대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C, J, N, P

공동(추천) 식단제 실시 C

친환경농산

물이해증진

친환경농산물 바로알기(이해) G, H, K, R

친환경농산물 품질기준 완화 E

지원센터에 대한 이해(일개 업체가 아니고 학교의 일부로 인식) I

안정적계약 농가 물량확보 용이토록 계약 3개월 이상, 단가도 조절 가능 R

기타

지도․감독

일원화
지자체, 교육청의 위생관리 중복되므로 일원화 필요 E

시민단체

참여
시민사회단체는 식생활 개선 교육 참여 및 실시 C

농가 지원 농협은 계약재배시 계약금 일부 지급 C

센터 기술

지원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단(전국 대상) 구성 필요 J

표 부록 4.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 정착을위한센터운영자의 기관별요구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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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hool dietitians' satisfaction survey and a case study

of the School Meal Service Support Center

Hyeyeong Cho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chool Meal Service Support Center system was established to

support supplying good food ingredients for school meal service as the

School Meal Service Act was amended in 2006. Although local

governments’ annual financial support was over 160 billion won, barely 20

centers were being operated nationwide in 2011.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centers and the satisfaction

levels of the school dietitians using the centers. This study consisted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enters (study

1). The second part surveyed the satisfaction levels and needs of the

school dietitians (study 2). The third part conducted a case study (study

3). Mail questionnaires were sent out to the managers of 21 centers

nationwide in November 2012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centers,

and 18 responses were analyzed for the study. The 18 cent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management-focused (1), logisti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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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separated (5), and logistics-focused centers (12). The centers

were operated by one of the four groups: local government (4), municipal

corporation (2), NongHyup (agricultural cooperative) (6) and agricultural

corporation (6). Among the 17 centers supplying food ingredients, 7 centers

supplied farm products only, 6 centers supplied farm products, meats, and

processed foods, and 4 centers supplied almost all necessary products for

school meal services. The farm-products-only centers showed higher

domestic supply ratio (86.1%) and contract farming ratio (85.7%) compared

to the other centers. The operational problems were identified as lack of

management standards such as criteria for selecting agency, supply range

of food ingredients, and pricing guideline. The center managers expected

increased food supply items in the future. They also recognized the

necessity of financial support of food ingredients for school meal services

via the centers and an assurance of the public interest for settling the

center systems. A web-based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1,102

school dietitians using 4 centers in July 2011 to analyze their satisfaction

levels and needs in using the centers. A total of 593 responded (response

rate: 53.8%) and 15 responses were excluded due to lack of reliability, and

therefore 578 responses were analyzed. The main reasons for using the

centers were subsidies and encouragements from local governments

(55.5%). The satisfaction level on overall operating system and services

was not high among the school dietitians (3.3 out of 5 points). The

satisfaction level was relatively high on quality and freshness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provided by the centers, delivery accuracy, and

convenience of ordering systems (over 3.6 out of 5 points) compa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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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appropriateness and easiness of return and exchange policy (below 3).

School dietitians preferred a joint operation by both the government and

producers’ group (35.1%). While they wanted the centers to be the only

supplier (54.5%), they were concerned of increased food price (63.8%).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agreed on the needs for evaluation system to

build an efficient and reliable supply chain for food ingredients (86.7%). A

center, which had scored highest in operational efficiency and consumers’

satisfaction in the study 1 and 2, respectively, was chosen for a case

study.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8 participants (2 persons from

each party: center managers, related farmers, school dietitians, and food

ingredients suppliers) via interview in July 2012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successful center operation resulted

in stabilized income and price, increased ingredients quality, increased

school meal reliability, increased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decreased price. The success factors of the center were analyzed as the

center director’s leadership and commitment and the competitive operating

system such as balanced operating system, rational pricing system, liberal

consumer choice, total quality management, and partnership with

ingredients suppliers. The major obstacles were lack of diversity in

supplied ingredients, lack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 Us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is

study produced the baseline data regarding School Meal Service Support

Centers to be used for vitalizing the system of centers and increasing the

quality of school me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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