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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

되었다. 정부는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급식이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식재료 이용 규모가 상당하여 농식품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공공급식에 지역 푸드시스템에 기반한 식재료 공급

을 확대하는 정책 대응을 통해 지역 푸드플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 목표와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련의 정

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급식에 대한 관심은 주로 학교급식에 집중되었으며, 여타의 공

공급식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최근 증가하면서,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관

련한 현황과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고,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적 개념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련 정책·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어렵게 하

고 있다. 또한 공공급식을 둘러싼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감안한 중장기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 연구는 지역 푸드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체

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향후 

이 연구의 결과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사업의 체계적·효과적 추진

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 식생활 필요·요구 충족,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순

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 등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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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정부는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먹거리 보장,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먹

거리 순환 체계 구축 등을 실현하면서, 지역이 직면하는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확

대하는 등 지역 푸드시스템에 기반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 대응을 통해 지역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국민의 기본적 식생활 필요·요구 충족,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먹거

리 순환 체계 구축 등 공공급식을 통해 국가·사회 및 국민적으로 요구·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에 관

한 정책 현황과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급식에 양질의 안전한 식재료

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급식

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중장기적 대응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공공급식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실태

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 푸드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

적으로 추진되었다. 

연구 방법

○ 공공급식의 개념과 정부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 추진 체계와 실태, 공공급식 

동향과 실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과 검토, 중앙정부와 지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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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방문조사를 추진하였다. 공공급식과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현황과 주요 사례를 파악하고,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과제

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 식재료 공급업체와 지역 공공급식지원센터 담당자

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주

요 공공급식 시설·기관의 공공급식 현황과 식재료 이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어린이집·유

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공공급식과 식재료 공급 실태는 관련 문헌과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정리하

였으며, 영국, 핀란드, 덴마크 등은 해외 출장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과제의 추진은 ① 공공급식에 대한 균형

적 관점을 견지하고 ② 대상별 차별적 필요와 중장기 수요 변화를 고려한 

정책 접근 ③ 연계·협력을 통한 효과적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

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해서는 ① 체계적·

차별적 전략 수립 ② 식재료 효율적 공급과 품질 제고 지원 ③ 자율적 실천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 첫째, 체계적·차별적 전략 수립 차원에서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한 공공급식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는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노인 대상 시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며, 지



v

역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중장기 전망을 바탕

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 또한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사업은 정부지원 여부, 대상계

층 유형(취약계층 여부), 식재료 공급 가능 일수(연중 공급 가능 여부), 사회

적 요구, 시설(급식)규모, 식재료·식단 특수성, 기관·시설 입지 보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 둘째, 식재료 효율적 공급과 품질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① 공공급식지원

센터 운영 지원 ② 식재료 효율적 공급 지원 수단 마련 ③ 지역 연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 ④ 식재료 가공·개발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우선, 공공급

식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시스템을 적용한 공공급식식재료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성 검사 체계 마련, 검사 비용 지원 등 공

공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안전·품질 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급식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권장식단제를 도

입하여 품목별 식재료 공급을 규모화하고 사전적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

며, 공동구매를 활성화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기능을 보완

하고, 식재료 공급 창구를 단일화하여 식재료 배송 비용을 절감하고 소규

모 영세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부엌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지역 연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기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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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기타 다양한 급식 기관·시설이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외의 경로를 통

해서도 지역산 식재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생산자 및 지역산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급식 기관·시설과 지역 생산자·공급업체를 연결하여 거래가 가능하도

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또한 편의성을 중시하는 식재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정책·사업

과 연계한 공공급식 식재료 가공·공급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의 연계를 고려할 경우, 지역 가공시설·업체 등이 지역 공공급식에 소요되

는 식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셋째,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자율

적 실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지역산·친환경 

식재료 등 우수 식재료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전환을 통해서 자율적인 수

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식재료 이용 급식시설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급식 기관·시설과 민간 공급업체 등이 식재료 

공급·구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검토해야 할 요소들과 식재로 공급·

구매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하여 식재료 구매 가이

드라인을 작성·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이밖에 관련 주체별로 공공급식에 관한 인식·이해와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생산, 공급, 소비주체별

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면서 공공급식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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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한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 

관련 주체들이 공공급식 및 관련 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하

기 위한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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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ing the Food Supply System for Public 
Meal Services

Research Background

The government is building a food supply system and expanding local 

food supply through the system, which aims to provide the right quality 

food materials for public meal services and support local producers. For 

achieving the goal requested by the nation, communities, and people, it is 

necessary to examine current policies and enforcement thereof about public 

meal services and food for the public meal services and establish strategies 

for the stable supply of safe food of high quality to the public meal service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purpose in the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he meal services in the futu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stably and 

systematically supplying food of high quality to the public meal services 

based on the local food systems. 

Research Methodology

We collected and examined data and interviewed related stakeholders, for 

exampl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examine the concept of 

public meal services, the policy enforcement system for the public meal 

services by the government, current public meal services, and operation. We 

interviewed private food suppliers, local public meal service support 

centers. We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o examine curren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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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emplary public meal services and food supply for catering services. 

Then, we set up measures for supplying food for public meal services. 

We conducted surveys with questionnaires targeting people working for 

childcare centers, kindergartens, and social-welfare facilities. The surveys 

aimed to examine current public meal services and the use of food materials 

by the major public meal service providers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ing food supply to meal services. 

We collected and examined documents and data about current public 

meal services and food supply in other countries. We went on a business trip 

to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the UK, Finland, and Denmark, to 

examine specific and exemplary cases about their public meal services and 

food supply. Furthermore, we held conferences with expert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set up measures for improving public meal services. 

Findings

The promotion of the projects for improving food material supply for 

public meal services requires the following: ① stick to the balanced 

viewpoint for the public meal services; ② approach the policy in 

consideration of the needs for served people and mid-/ long-term demand 

changes; and ③ implement the measures along with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olicy through connection and cooperation. For improving food 

supply for public meal services based on the requirements described above, 

① establish systematic and differentiated strategies; ② support efficient 

supply and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for food materials; and ③ build a 

basis for voluntary practice.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d- and long-term strategies based on 

the estimates of demands for public meal services in consideration of 

demographic changes to establish systematic and differentiated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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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policy beneficiaries and priorities for 

public meal service and food supply policies and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government support, beneficiary types (vulnerable people), available 

periods of supplied food, facility (catering service) scale, the type of food 

and menus, authority and facility loca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① support operators of public meal service 

support centers; ② establish support means for efficient supply of food 

materials; ③ build a platform for vitalizing connection with communities; 

and ④ build a basis for processing and developing food materials to 

implement efficient supply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food materials. 

Third, it is necessary to build a basis for the voluntary practice of 

stakeholders to continue to enforce the policy for public meal services. Our 

recommendation is to introduce a program to certificate catering businesses 

that use quality food to create demands by encouraging public meal service 

providers and businesses to use right food materials, for example, those 

locally produced and environment-friendl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create and provide food purchase guidelines, including essential elements 

considered for the supply and purchase of food materials and various values 

reflected in the process of supplying and purchasing food materials by 

public meal service providers, businesses and private suppliers. Also, it is 

necessary to create various training programs to enhance recognition, 

understanding and practices about public meal services for each subject. 

Researchers: Hwang Yunjae, Hong Yeona, Park Sihyun, Choi Junyoung 

Research period: 2019. 1. ~ 2019. 10.

E-mail address: yjhwa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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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2017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

되었다.1) 정부는 지역 푸드플랜의 수립·추진을 통해서 국민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업 및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밖에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의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당수의 국민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급식을 통해 식생활을 영위하며, 이들 기관·시설에서 사용

하는 급식 식재료 규모도 상당하여 농식품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 이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보장과 식생활 필요 충족,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

1) 2017년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에 관한 내용이 반영

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하는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함(국정

기획자문위원회 2017: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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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 등 지역 푸드플랜에서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급식을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

다. 특히, 공공·공익적 성격을 갖는 급식을 공공급식으로 분류하면서, 지역별로 식

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푸드시스템

에 기반한 식재료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 대응을 통해 지역 푸드플랜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학교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식재료 공급 관련한 정책·사업이 201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러나 학교급식 이외의 여타의 공공급식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관련한 현황과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고, 정부 정책·사업의 체계적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제공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적 개념 정립이 미흡하여, 공공급식

에 관한 정부 정책·사업의 범위·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 정책·사업의 일관

된 추진을 어렵게 한다. 정부 정책·사업의 추진 근거인 국가단위 법령에 공공급식

에 관한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지

역별로 관련 개념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이 소관업무별·급식기관별로 다수의 부처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종합적 논의와 

체계적·효율적인 정책·사업 추진을 저해한다. 식재료 생산·공급은 농림축산식품

부, 위생·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업무별로 분담되며, 공공급식 대상 기

관·시설이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은 보건복지부, 학교·유치원은 교육

부, 군대는 국방부가 담당하는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급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사업이 지역별로 여전히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정책·사업의 현장 안착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규

모·구조 변화, 지방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등 지역별·시설별 급식 인구와 식재료 

공급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감안한 중장기적 대응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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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 기본적 식생활 필요·요구 충족,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순환형 먹

거리 체계 구축 등 공공급식을 통해 국가·사회 및 국민적으로 요구·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에 관한 정책 현황과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공공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환경 변화를 고

려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

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푸드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안

정적·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적 관점에서 공공급식의 개념을 검토하고, 국내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한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며,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이

용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 관련한 정책 현황과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그간의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

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학교 이외의 기타 다양한 기관·시설의 급식에 대해서는 

주로 급식 운영·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일부 연구에서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 대부

분의 연구가 급식기관·시설을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통합적 관

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공공급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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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련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공공급식에 대한 개념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도 많지 않다. 

2.1. 급식 기관별·시설별 개별적 연구

2.1.1. 학교급식

학교급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도·정책, 급식관리·운영, 식재료 공급·이용 등

에 대해 다루고 있다. 2010년대 이전의 연구는 학교급식 제도·정책과 급식 관리·

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학교급식에서의 양질의 

식재료 공급과 이용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교급식 제도·정책, 급식관리·운영에 관한 대표적 연구에는 김홍배(2001), 윤

지현(2003), 조금주(2006) 등이 있다. 김홍배(2001)는 학교급식이 농산물 수급 안

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윤지현(2003)은 

한국과 미국의 학교급식 실태를 검토하여, 급식 전담부서 마련, 영양사 정규직 전

환과 식생활교육 권한 부여, 급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학교급식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조금주(2006)는 위탁급식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 급식 경

비 지원 확대, 학교 급식 관리 기준 도입, 학교급식 프로그램 다양화, 급식 시설 구

비 등 학교급식 질적 개선을 위한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식재료 공급 체계에 관한 연구에는 권승구·송동흠(2010), 박영범 외(2010), 황

윤재·국승용(2011), 국승용 외(2012), 양일선 외(2013), 김종화·김정하(2016) 등

이 있다. 박영범 외(2010), 황윤재·국승용(2011)이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선을 학

교급식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접근한 반면, 권승구·송동흠(2010), 국승용 외

(2012), 김종화·김정하(2016)는 특정 지역의 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을 목적

으로 추진되었다. 

박영범 외(2010)는 광역 및 기초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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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생산자단체 유통센터 운영과 공급주체로 육성, 거점유통시설 확보, 지역협

의체 활성화, 계약재배, 수발주프로그램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황윤

재·국승용(2011)은 양질의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

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실시 현황과 제도, 식재료 공

급 및 이용 실태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지역별 특

성에 맞는 공급체계 운영, 식재료 정보체계 구축, 계약·구매 제도 유연성 확보, 계

약재배 등 안정적 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양일선 외(2013)는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구매 

방안을 마련하고 급식비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급식 관련 법령·정책과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결정의 자율성 확대, 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방식 조정, 공동구매 활용을 제안하였다. 이밖에 정상택 외(2018a)는 현

장조사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학교급

식지원센터가 향후 공공급식 분야로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정 지역의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 권승구·송동흠(2010)은 시흥

시, 국승용 외(2012)는 안양·군포·의왕, 김종화·김정하(2016)는 충청남도 시·군 

단위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권승구·송

동흠(2010)과 국승용 외(2012)는 각각 연구대상 지역의 학교급식 현황과 식재료 

이용 현황, 식재료 생산 현황, 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권승구·송동흠(2010)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과제, 국승용 

외(2012)는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계획을 도출하였다. 또한 김종화·김정하

(2016)는 연구 대상 지역인 충청남도 시·군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광역

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제안하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직영형 급식

지원센터 운영,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용 절감,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한 운영이 필

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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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김윤화·이연경(2012)은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자

료 마련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이용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채종현(2014)은 경북지역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

안하였다. 채종현(2014)은 급식 운영 방식 개선, 친환경 학교급식 인증제도 및 컨

설팅 지원, 친환경 권장식단 개발 및 보급,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친환

경 학교급식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 지역산 등 우수 식재료 이용 확대에 대한 연구에는 이

민수 외(2012), 황성혁·정준호(2014), 김성태·유도일(2017) 등이 있다. 이민수 외

(2012)는 친환경, 황성혁·정준호(2014)는 지역산(로컬푸드), 김성태·유도일(2017)은 

GAP인증 농산물의 이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민수 외(2012)는 친환경 농

산물 학교급식 확대 방안을 모색하면서, 광역단위 공급체계 설립과 시설비 및 초

기 운영비 지원, 공공·전문 유통조직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센터 추진위원

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친환경 차액보조금 지원, 학교급식 공동체 회사 설립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황성혁·정준호(2014)는 로컬푸드의 학교급식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연구 

결과 계약재배 활성화, 관련 주체 협력체계 구축, 로컬푸드 공급 필요성 인식, 로

컬푸드 가치 구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지역 농산물 안정적 공급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성태·유도일(2017)은 학교급식에서의 GAP인증 농산

물 이용 확대 방안을 도출하고자 영양사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영양

사는 가격, 농약·비료관리, GMO 여부, 중점위해요소관리 순으로 중요시하여, 

GAP인증과 관련된 중점위해요소관리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기존의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급식 운영·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식재료 이용·공급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급식 운영·관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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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는 장혜자 외(2008), 김수연 외(2011), 김은설 외(2012), 김동섭(2016) 

등이 있다. 이 중 장혜자 외(2008)는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보육시설 영양사 배치를 확대하고, 영양

사가 영양교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영양 관리·교육, 급식 위생 관리가 체계적·전문

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김수연 외(2011)는 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급식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급식 개

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급식·식단 관리와 식사 지도 등이 영양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며, 식사 환경이 위생 측면에서 미흡하여 영양사 

배치, 급식 정보 및 자문 자료의 전문적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은설 외

(2012)는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유치원 급식 교사 교육 

강화, 급식 운영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급식 운영 지원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 독립적인 시설·설비, 지원 인력이 필

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김동섭(2016)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단체급식의 운영 효

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식생활 교육·활동, 식재료에 대한 이해, 식품위생·안전 등

을 어린이 단체급식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연구에는 오호영·허승욱(2005), 김영태·

김회웅(2011), 배지원·오명숙(2012), 여윤재·권수연(2015) 등이 있다. 오호영·허

승욱(2005), 김영태·김회웅(2011)은 친환경 식재료 이용에 관한 연구가 학교급식

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 이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김영태·김회웅(2011)은 보육시설장, 오

호영·허승욱(2005)은 보육시설 학부모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김영태·김회웅(2011)에서는 보육시설장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식과 신뢰도가 낮으며, 친환경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개별 구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오호영·허승욱(2005)에서는 학부모들의 친환경 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인식이 긍정적이고, 추가지불의사도 친환경 급식 식재료 이용시 예상되

는 학부모 분담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지원·오명숙(2012)은 친환경과 일반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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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아동의 식행동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급식의 영양적 균형에 

대한 만족도와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중시 경향이 친환경 급식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윤재·권수연(2015)은 어린이집 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공동구매 과정에서 가격 적절성, 업체와의 의사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공동구매 업체의 식재료 품질·신선도 등의 향상을 

위해 식재료 품질 등급 기준과 식재료 보관·저장 지침 마련, 배송 위생 관리·감독 

체계 마련, 업체 운영 체계·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류경(2015)은 어린이집 급식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 시스템 개발, 위생관리 기준 제

시, 영양 관리 점검 항목 계량화, 평가·점검 기준 일관성 제고, 직원 역량 제고 교육

이 요구되며, 업무 간소화·일원화·표준화를 위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하고 인트라넷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1.3. 사회복지시설 급식

사회복지시설급식에 관한 연구는 노인이용시설, 노숙인, 부랑자 등 다양한 급

식기관·시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급식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에

는 김영순 외(2014)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급식 인구 증가를 

예측하면서, 경기 북부지역 복지시설 이용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건강 특

성을 파악하고 급식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김연수 외(2001)는 장애인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급식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영

양사 배치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전문지식의 체계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과일·채소 이용, 표준 조리법 사용, 식품 안전·위

생 관리, 영양 교육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진미(2002)는 부랑인 복지시

설 급식 품질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부랑인 복지시설 급식 시스템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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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급식 인력 정규교육, 조리 전문인력 고용 확대, 식재료비 및 시설 설비 지원, 식

단 메뉴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양 교육·상담이 필요하며, 지역 복지시설 식재료 유

통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밖에 김화영 외(1999)는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시

설 전반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급식실태를 파악하고 영양관리지침

서를 개발하였으며, 이계임 외(2017)는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도

출하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의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과 품질 및 안전 관리

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계임 외(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기관 급식 지

원에서 식재료 품질 기준과 조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급식 차원에서 복지기관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 체계를 확립하고, 식재료 품

질･안전 관리를 위해 법령에 식품 품질 기준이 계약에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지역

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급식 물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2.1.4. 기타 급식 기관·시설

기타 급식 기관·시설에 관한 연구는 군부대, 병원 급식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

어졌으나, 이들 급식 시설이 상대적으로 특수하다는 점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많

지는 않다. 대표적인 군 급식에 관한 연구에는 강보경·이영은(2011), 김정애

(2016), 곽규태 외(2018), 병원 급식에 관한 연구에는 이승림(2010), 이주은

(2015), 송윤지·배현주(2016) 등이 있다. 

군 급식 관련 연구 중 강보경·이영은(2011), 김정애(2016)는 군 급식의 개선을 

위해 군 급식 이용자들의 급식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곽규태 외(2018)는 군 급

식 유통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군 급식의 효율화를 위해 ‘군

급식안전관리협의회’ 구성, 원물조달 체계 통합 중간지원조직 마련, 우수 지역 농

식품기업의 연합 납품 유도, 수의계약 품목 납품 지분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에 할애, 군 급식제품 인증 또는 브랜드화, 국방품질경영인증시스템 등 품질요건 

강화, 담합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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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급식 관련한 연구는 병원급식 식재료비 절감(이승림 2010), 위생관리(송

윤지·배현주 2016; 이주은 2015)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승림

(2010)은 병원 급식서비스 품질 향상과 병원급식 식재료비 효율성 제고를 잔식량 

감소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잔식량 줄이기 활동이 잔식량 감소에 효과

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절감된 식재료비를 급식 품질 제고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윤지·배현주(2016)는 병원 급식 위생관리 

실태와 HAPPC 선행요건 관리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병원 급식의 

위생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직영운영이 위탁운영에 비해 작업 환경 

및 폐기물 관리, 세척소독 관리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이주은(2015)은 요양병원 

인증 기준의 개선을 위해 급식관리 기준에 대한 요양병원 영양사들의 인식을 조사

하였다. 조사 결과 영양사들은 시설관리, 위생관리 등의 급식관리 기준을 매우 중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2.2. 급식 기관·시설에 관한 종합적 연구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시설 급식을 각각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진 반면, 유형별 시설 급식을 종합적으

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 급식에 관한 종합적 연구로는 김혜련 외(2010), 

양일선 외(2015)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기관별·시설별 급식을 단체급식

(institutional food service)의 범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2) 그러나 이들 연구는 급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여전히 기

관별·시설별로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다. 

김혜련 외(2010)는 학교급식, 보육시설·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단체급

식을 연구대상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기관별 급식 현황, 법·제도 등 

관리체계, 운영 및 위생·영양 등 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영양 및 급식관리 개선을 

2) 단체급식은 ‘특정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임(양일선 외 20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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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관별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은 영양관리 기준과 시

스템 개선,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급식관리 지원 기구 마련, 

보육시설·유치원급식은 영양공급기준 확립, 영양사 인력 확보, 조리 설비 기준 제

도화, 영양·위생관리 지침 보급, 적정 급간식비 확보, 병원급식은 위생관리 개선, 

영양사 확보, 노인복지관급식은 적정 급식비 지원, 급식인력 확보, 영양교육·상담 

제공, 위생관리, 급식관리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양일선 외(2015)는 학교·영유아·산업체 등 학교·단체급식 운영 실태를 조사하

고 식재료 공급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해 학교는 농

축산물 수급 정보 제공, 금전적·행정적 지원·보상,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연

계, 식재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체는 정부-급식업체-유통기관 간 협의체 구

성, 영유아급식은 공동구매,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3. 공공급식에 관한 연구

공공급식에 관련된 연구는 먹거리 공공성·공익성에 대한 관심과 식재료 공급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

인 연구에는 김흥주(2014), 이종영 외(2017), 전혜민 외(2017), 윤병선·송원규

(2018)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공공급식 추진 방향(김흥주 2014; 윤병선·송원규 

2018)을 제안하거나 위생(전혜민 외 2017) 또는 법률(이종영 외 2017)적 관점에서 

공공급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3)

김흥주(2014)는 서울시 공공급식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급식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공공급식 

지원이 친환경 학교급식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급식 실태 조사가 충분

치 않으며, 식재료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혜민 외(2017)는 어

3) 취약계층 식품지원에 관한 이계임 외(2017)의 연구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정상택 외

(2018a)의 연구에도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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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서울특별시 영유아 대상 공공급

식 시설의 관리를 위해 ‘서울시 공공급식 식품영양관리기준’ 적용 가능성을 모색

하고 수정·보완사항을 검토하였다. 

이종영 외(2017)는 ｢식품위생법｣의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급식소

의 지원·관리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

안을 제시하고, 지역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 노인 등 소규모 공공급

식 지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윤병선·송원규(2018)는 푸드플랜의 

추진에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급식의 공적 조달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서울시의 공적 조달체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역할 확대, 

산지 생산자 조직화,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결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4. 이 연구의 차별성

공공급식의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관련 연구가 미흡

하며, 기존 공공급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공공급식 또는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

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거나, 위생, 법률 등 일부 측면에서 공공급

식에 관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역 푸드플랜에서 논의되는 순

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 지역 농업·경제와의 연계는 물론 공공급식의 질적 개선에

서 식재료 공급이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제도 및 관련 체계 전반과 생산, 공급, 품질 등 식재료 공

급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이 연구는 공공급식 개선에 관한 논의를 ① 식재료 공급 관점에서 접근하고 ② 공공

급식 및 식재료 공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이를 통해 ③ 공공급식 식재료 공

급 개선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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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급식의 개념과 

추진 실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체계, 급식기관 급식 및 식재료 이용 실

태, 해외 주요국 공공급식과 식재료 공급 실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과제 등이다. 

첫째, 제2장에서는 기존의 공공급식 관련한 개념들을 고찰하여 공공급식의 개

념을 정책적으로 조망하고, 정부의 공공급식 관련 정책 추진 실태와 공공급식에 

관한 최근 동향과 급식 실시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급식 규모를 분석한다.

둘째, 제3장에서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경로를 살펴보고,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운영되고 있는 공급 체

계와 지원 시스템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제4장에서는 주요 공공급식 기관·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을 중심으로 공공급식 실시 현황을 살펴보고, 식재료 이용자 관점에서 급식 식재

료 공급과 이용 현황을 살펴본다.  

넷째, 제5장에서는 미국, 영국, 핀란드 등 해외 주요국의 공공급식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개선과제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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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와 방법

4.1. 연구 범위

4.1.1. 대상 기관

이 연구에서는 식재료 공급 및 이용 단계를 중심으로 관련 업체와 기관·시설 등

을 대상으로 급식 식재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현황·실태를 분석한다.4) 

가. 공급단계

공급단계는 민간 식재료 공급업체,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공공급식 기관·시설

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주요 업체·기관 등을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

와 사례를 검토한다. 검토 대상 민간 식재료 공급업체는 식재료유통대기업, 식재

료유통법인, 식재료개인도매상, 식재료전문마트 등 유형별 식재료 공급업체를 모

두 포함한다.5)  

또한 공공영역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운영하

고 있는 공공영역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시설을 검토대상으로 하며, 보고서 기술

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로 상이한 기관·시설의 명칭을 통일하여 이용한

다.6) 이 연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에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설

4) 이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공공급식의 정책적 개념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음. 

5) 민간 공급업체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구분 주요 개념
식재료유통대기업 ▪식재료 유통 전문 대기업 계열사 또는 자사 브랜드 
식재료유통법인 ▪법인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식재료 유통업체
식재료개인도매상 ▪개인 운영 식재료 유통업체
식재료전문마트 ▪일반 마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나 주 거래처가 사업자(B2B)인 마트

자료: 최규완 외(2015: 28)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6)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센터’라고 하며, 나주시는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완주군은 ‘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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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운영되는 시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는 차별되는 개념

으로, 학교 이외의 여타의 공공영역 급식 기관·시설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기위

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된 시설을 의미한다<표 1-1>.7) 

공공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모두 포함하여 기술하는 경우, ‘급식

식재료지원센터’라고 별도로 명기한다. ‘급식식재료지원’이라고 명기함으로써 

급식 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급식 및 급식 기

관·시설 관리 등 급식에 관한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식

품의약품안전처 소관)와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표 1-1  이 연구에서의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시설 명칭과 개념

구분 개념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에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별 시설

공공급식지원센터
학교 이외에 또는 학교를 포함하여 여타의 공공영역 기관·시설에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
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별 시설

급식식재료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모두 포함한 개념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이용단계

이 연구에서는 식재료 공급에 관한 실태·현황과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급식 현황은 공공영역의 급식 제공 기관·시설 전

반에 대해 검토한다. 그러나 이용단계에서의 식재료 공급·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를 검토·분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

사업의 주요 추진 대상인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기관·시설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체 사

회복지시설에서 주요 비중(93.1%)을 점하는 노인시설,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표 1-2>. 

7) 전라북도 완주군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를 포함하여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급식 식재료를 공

급하는 지역 사례가 있음.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대한 급식 식재료 공급이 해당 시설의 주요 역할·기

능인 경우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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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현황

단위: 개소, %

대상 시설 유형 규모(개소) 비중(%)

노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9,082 46.0

아동·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5,407 27.4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885 19.7

여성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지원시
설, 통합상담소

651 3.3

정신보건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429 2.2

노숙인 등 노숙인 등 생활시설 152 0.8

기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결핵/한센인 시설 140 0.7

합계 19,74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 2019. 6. 5.)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4.1.2. 대상 품목과 식사

이 연구에서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련된 국내외 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고 식재료 공급 개선에 관한 과제를 도출한다. 그러나 민간 식재

료 공급업체 대상 설문조사와 공공급식 시설·기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급식 식

재료 공급·이용 전반에 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식재료를 품목별·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 품목별로 농산물(양곡,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김치·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군과 이에 따른 세부품목 등 농

식품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하며, 농식품 유형별로 일반, 친환경, 지역산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연구 대상 식사 유형은 기관·시설 내에서 이

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주요 검토대상으로 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식품·식사지원의 일환으로 도시락·밑반찬 배달 등의 형태로 외부로 제공되는 식

사는 급식 식재료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을 위해 한정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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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 방법

공공급식의 개념과 정부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 추진 체계와 실태, 공공급식 동

향과 실시 현황에 대한 조사는 주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관련 기관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공급식과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현황과 주요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식재료 공급업체와 지역 공공급식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태와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를 병행하였다. 민간 식재료 공급업체 대상 설문조사는 2019년 8월부터 9월에 걸

쳐서 총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지역 공공

급식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는 총 10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실시하였다<표 1-3>. 

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주요 급식 식재료 수요 기관·

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급식 

현황과 식재료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와 어린이집 175

개소, 유치원 175개소 등 어린이집·유치원 총 350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8월부

터 9월까지 전문 조사업체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3>.8) 또한 현

장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공공급식 시설·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

하였다. 공공급식 기관·시설 현장조사는 이 연구의 급식기관 설문조사 대상인 어

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기타 공공급식 전반의 현황을 살펴

봄으로써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의료시설, 어린

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공공급식과 식재료 공급 실태는 관련 문헌과 자료를 수집·검토

하여 정리하였으며, 영국, 핀란드,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의 공공급식 및 식재료 

8)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급식 실시 현황과 식재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지 작성을 위해 황윤재 외(2019), 황윤재·국승용(2011) 등 기존 문헌에서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 문항의 일부를 참조·보완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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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과 관련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2019년 8월 26일부터 9

월 3일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실시하였다.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급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

가 협의회는 학계, 지역 공공급식식재료지원센터와 공공급식 정책 담당자, 유통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표 1-3 설문조사 대상 현황
단위: 개, %

조사 대상 구분
규모

빈도 비중

식재료
공급 주체

민간 식재료 
공급업체

전체 40 100.0

업체 
유형

식재료유통대기업 4 10.0

식재료유통일반법인 28 70.0

식재료개인도매상 6 15.0

기타 2 5.0

업체
규모

대기업 4 10.0

중견기업 2 5.0

중소기업 14 35.0

소상공인 20 50.0

매출액
(월평균)

1억 미만 15 37.5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19 47.5

10억 원 이상 6 15.0

식재료
이용주체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350 100.0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50.0

유치원 175 50.0

설립
주체

어린이집
국공립 16 4.6

사립 159 45.4

유치원
국공립 93 26.6

사립 82 23.4

재원생
규모

100명 미만 245 70.0

100명 이상 105 30.0

사회복지시설

전체 200 100.0

기관
유형

노인 복지시설 95 47.5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64 32.0

장애인 복지시설 41 20.5

거주시설
여부

이용자 거주시설 119 59.5

이용자 비거주시설 81 40.5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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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추진 체계

연구는 국내 공공급식 개념과 추진 실태를 검토하고,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

태와 관련 체계를 살펴보고, 급식기관 급식 및 식재료 이용 실태를 분석하는 체계

로 구성하였다<그림 1-1>. 국내외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검토·분석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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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개념과 추진 실태

이 장에서는 기존의 공공급식 관련 개념들을 고찰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공공

급식의 개념을 정립하며, 관련 조직, 법령 등 공공급식 추진 체계와 주요 정책 추진 

실태, 공공급식 관련한 최근 변화와 추진 현황을 검토한다. 

1. 공공급식 개념과 정책적 접근

1.1. 기존 공공급식의 개념: 정의와 범위

1.1.1. 사전적·학문적 개념

‘급식(給食, foodservice)’ 또는 ‘단체급식(團體給食, institutional/on-site foodservice)’에 

비해 ‘공공급식(公共給食, public food service, public meal service)’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별도의 사전적·학문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급식’은 식사 공급

의 행위를 의미하는 ‘급식’과 일반 대중 또는 이러한 대중의 이익, 즉 공익(公益)의 

개념을 수반하는 ‘공공(公共, public)’이 접목된 개념이다.9) 따라서 ‘공공급식’은 

9) 공공(公共, public)은 사전적으로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행정적으로는 ‘사

회 전체의 필요성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공익(公益)의 개념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됨

(네이버 국어사전 웹페이지, https://ko.dict.naver.com: 2019. 8. 17.; 네이버 지식백과 웹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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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식사 공급 행위를 의미하는 ‘급식’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식사를 통한 편

익 제공의 대상자를 ‘특정 이용자’로 구체화·한정하는 ‘단체급식’과도 구별되는 

개념적 차별성을 가진다<표 2-1>.

표 2-1  급식 및 단체급식의 사전적·학문적 개념 정의

구분 주요 정의 출처

급식

▪ 식사를 공급함. 또는 그 식사 네이버 어학사전

▪ 가정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
공하는 일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조직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 서비스의 일부로 조직에서 제
공되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조직적 행위

김혜련 외(2010)

단체
급식

▪ 급식=단체급식=집단급식 김혜련 외(2010)

▪ 단체급식=비상업적급식 김혜련 외(2010)

▪ 기관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식사
를 공급하는 것

김혜련 외(2010)

▪ 특정한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 양일선 외(2019)

자료: 네이버 어학사전(https://dict.naver.com: 2019. 10. 26.),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2019. 10. 26.), 김혜련 외(2010: 29-30), 양일선 외(2019: 13) 등

을 참조하여 연구진에서 작성함. 

최근 공공급식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공공급

식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학문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연구는 

공공급식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공공’이 갖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에서 공공급식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념을 고찰한 

연구는 김흥주(2014), 이종영 외(2017) 등 일부에 불과하다. 김흥주(2014: 4)는 대

상 기관·시설 급식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강조하면서, ‘국가, 자치단체, 학교, 복

지시설 등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공공급식으로 정의하였

다. 이종영 외(2017: 40)는 ‘특정 사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급식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을 공공급식으로 정의하였다. 김흥주(2014)와 이종영 외(2017) 모두 ‘지원’ 여부

지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참조, https://terms.naver.com: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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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념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김흥주(2014)가 급식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이종영 외(2017)에서는 정부 지원이 급식에 한

정되지 않으며, 특정 사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급식을 공공급식에 포함

시킨다는 점에서 공공급식의 개념·범위가 보다 포괄적이다. 

해외 연구들에서도 공공급식의 개념 또는 범위·영역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

루어지고 있다. Edward & Causa(2009: 2)는 급식산업을 상업적 영역(commercial 

sector)의 급식과 공공 영역(public sector)의 급식으로 구분하면서, 공공급식을 

‘상업적 급식(commercial food service)’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다.10) 

연구자별로 공공급식에 포함되는 기관·시설의 범위와 이들을 분류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표 2-2>.11)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 의료, 복지 부문과 군대·교정시

설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직원식사(Edward & Causa 2009; Horizons 2011) 

또는 회사·산업체(GIRA Foodservice 2010a; GIRA Foodservice 2010b)를 포함시

키고 있다.12) 이들 연구에서 공공급식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직원식사 또는 회사·

산업체 급식은 반드시 정부·공공기관 급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직원식사 

또는 회사·산업체 급식을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식사 제공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

라 민간기관·업체 급식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이밖에 유스호스텔 등 식

사를 제공하는 비영리적 여가·숙박 시설을 사회적 여가 시설로 별도의 범주로 구

분하여 분류하기도 한다(GIRA Foodservice 2010b).13)

10) Edward & Causa(2009: 2)를 참조함. Edward & Causa(2009)는 Mintel(2007)을 인용하여 

기술함.  

11) Neto et al.(2016: 7-8) 참조.

12) Neto et al.(2016: 7-8)에 인용된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함. 

13) Neto et al.(2016: 7-8)에 인용된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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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해외 주요 연구 공공급식의 범위와 유형 구분

구분 공공급식 유형 구분

Edward &
Causa 
(2009)

교육 병원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경찰·군대, 교정시설
직원식사  

Horizons
(2011)

교육 의료 서비스
직원식사

(정부기관, 산업체)

GIRA 
Foodservice

(2010a)
교육 의료 복지 군대, 교정시설 등 회사·산업체

GIRA 
Foodservice

(2010b)
교육 의료

노인·
기타복지시설

군대, 교정시설 등 회사·산업체 사회적여가

주: Neto et al.(2016: 7)에 따르면 GIRA Foodservice(2010a)와 GIRA Foodservice(2010b)에서는 군대, 

교정시설 등 자유가 일정 제한되는 기관·시설을 캡티브 섹터(captive sector)로 정의함. 

자료: Neto et al.(2016: 7-8)에 인용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분석하여 표로 작성함. 

1.1.2. 법률적 개념

공공급식의 법률적 개념은 공공급식에 관한 정부 정책·사업의 추진 방향과 내용

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한 반면, 국

가단위 법령에서는 공공급식에 관한 개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14) 국가

단위 법령에서는 급식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에 ‘집단급식소’에 대해 정의되

는 데 그치고 있다(동법 제2조 정의).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과 최근의 공공급

식에 관한 개념은 영리(이익)를 동반하지 않는 식사 공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

사하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은 동법 시행령(제2조 집단급식소의 범위)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집단급식소 범위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한

정한다는 점에서 법률적·정책적으로 다소 제한적인 개념으로 공공급식 정책·사업

의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급식의 개념으로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국가단위 법령과는 달리 최근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에 

14) ｢식품위생법｣ 제2조는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

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공공기관, 그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고 정의함(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 참조, 

http://www.law.go.kr: 2019.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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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례는 공공급식의 법률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표 2-3>. 지방자치단체들

은 지역별 여건·환경을 고려하여 공공급식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들 지

방자치단체 조례들은 공공급식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정부 지원을 공통적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한

다. 또한 ② 특정 기관·시설의 포함(또는 제외) 여부를 명시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며 ③ 공공급식에 관한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데 있

어서 급식의 비상업성을 명시함으로써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급식 영역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구분
정부 지원 유무 정부 지원 유형 특정시설

(영역)
비상업성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행정지원 급식지원

광역자치단체 공공급식에 관한 법규(3개 조례)

서울특별시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충청남도 ● ● ●(비영리)

기초자치단체 공공급식에 관한 법규(26개 조례)

구미시 ● ● ● ● ●

군산시 ● ● ● ● ●

김제시 ● ● ● ● ●

나주시 ● ● ● 학교급식 제외

담양군 ● ● ● ● ●

대전 유성구 ●

부여군 ● ● ● ● ●

상주시 ●

서울 금천구 ● ● ●

서울 동대문구 ● ● ● ●

서울 서대문구 ● ● ●

서울 송파구 ● ● ● ● ●

서울 영등포구 ● ● ● ●

성남시 ● ● ●

영암군 ● ● ● ● ●

옥천군 ● ● ● ● ●

완주군 ●(정부) ● ● ●

이천시 ● ● ● ●

장성군 ● ● ● ● ●

청양군 ● ● ● ● ●

춘천시 ● ● ● ●

칠곡군 ● ● ● ● ●

포천시 ● ● ●

해남군 ● ● ● ● ●

화성시 ● ● ● ● ●

화천군 ● ● ●

주: 2019년 8월 7일 현재까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분석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www.law.go.kr: 2019. 8. 7)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진에서 작성함. 

표 2-3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급식 정의 및 범위 규정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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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주요 대상 기관·시설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학교급식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등)

복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프로그램

보건 의료시설

안녕·질서유지 교정시설, 군대

공공행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기타 공공서비스 제
공 기관·시설

회사·산업체 기업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을 받는 시설·기관·사업 등
‘정부 지원 기업체 운영 식당’(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완주군 조례)

주 1)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
지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사회복지사업·프로그램은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임.

    2) 의료기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을 모두 포함함. 
    3) 공공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모두 포함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www.law.go.kr: 2019. 10. 26.) 자료를 참조·분석하여 연구진에서 
작성함. 

표 2-4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의 주요 공공급식 지원 대상 종합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지역별 공공급식 정책·사업의 대상 영역·범위

를 제시한다<표 2-4>.15) 일반적으로 교육, 복지, 보건, 국가·사회 안녕·질서유지, 

공공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시설들이 포함된다.16) 또한 정책적 유연

성·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을 받

는 시설·기관·사업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충청남도 공주시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17) 이밖에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완주군 등의 경우 Neto et 

al.(2016: 7-8)과 같이 기업체를 공공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

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15)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공공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본 장의 제2절(‘2.2.2.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서 제시함. 

16)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해외 연구 사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상에 제시된 공공급식 지원 대상의 특성·

기능을 바탕으로 연구진에서 분류함.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www.law.go.kr: 2019. 10. 26.)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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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 연구에서의 개념: 정책적 접근

공공급식에 관한 정부 정책·사업의 체계적인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급식

에 관한 보다 명시적인 정책적 개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공공급식에 

관한 사전적·학문적, 법률적 개념에서는 정부 지원 여부, 제공 식사의 특성, 급식 

기관·시설의 역할·기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공공급식에 관한 개념·범위를 정

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 기준들은 최근의 공공급식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공공급식의 개념을 온전하게 정의하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단일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공공급식의 개념·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

가 있다. 

첫째, 급식 기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급식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는 경우, 이러한 정부 지원이 급식에 대한 지원인지 또는 기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김흥주(2014)와 같이 정부 지원을 급식에 

한정된 지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급식 지원으로 개념을 한정할 경

우 급식 지원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군부대, 교

정시설 등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이 급식 이외의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등 여타의 기관·시설들은 공공급식으로 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대부

분의 공공급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정부 지원을 급식 지원으로 특정

하고 있지 않다. 전라남도 나주시의 경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둘째, 사전적인 급식의 정의는 ‘식사를 공급’하는 행위에 주목하는 반면, 학문

적으로는 급식 제공 장소,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가정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이용자(집단)를 대상으로 지속적(또는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

의한다. 학문적 정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급식 기관·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로 

공공급식의 범위가 한정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급식 제공 대상인 취

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시설 외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도시락, 밑반찬 배달 등의 

형태, 즉 시설 외부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공급식을 시설 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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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한정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공공급식에 접근하게 된다. 정부 급식지원 정책에는 노인 또는 아동 대상의 급식

지원사업에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시락, 밑반찬 형태의 

식사지원이 포함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사회복지기관·시설뿐만 아

니라 이들이 제공하는 사업·프로그램이 공공급식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셋째, 공공급식에서 ‘공공’을 기관·시설이 국가·사회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접근할 경우 국가·사회의 발전·유지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시설에

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포괄적으로 공공급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

간이 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기관·

시설(예컨대, ‘교육’,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유치원, 민간 운영 사회복지시

설 등)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모두 공공급식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 내포하는 개념적 추상성·모호성으로 인해 이를 단일 기준으로 적용할 경

우 공공급식의 개념·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사업은 공공영역 급식의 품질 제고는 물론, 먹거

리 보장을 통한 복지 제고, 지역 식재료 이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순환

형 체계 구축 등 산업·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과 정책적 확장성을 고려할 경우 공

공급식에 관한 개념은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적 개념에 접근하는 데 있어 현재 제시되

고 있는 다양한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표 2-5>. 즉, 이 연구에서

는 공공급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과 공

공·공익적 기능·목적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식사’로 포

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과 최근의 정책적 논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교육, 복지, 보건, 국가·사회 안녕·질서유지, 공공행정 등을 공

공급식 기관·단체 및 시설이 수행하는 주요한 공공·공익적 기능·목적으로 분류한

다. 기존의 해외 문헌에서는 회사·산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직원식사를 공공급식 

영역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공공급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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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정책적 움직임이 정부의 정책적 개입 및 공공 조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민간기업·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공공급식에 대한 정

책적 개념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과 공공·공익적 기능·목적
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식사

주요 
영역

·
범위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타 교육시설

복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프로그램

보건 의료시설

안녕·질서유지 교정시설, 군대

공공행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기타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시설

표 2-5  이 연구에서의 공공급식의 정책적 개념: 정의와 주요 영역·범위

자료: 연구진 작성.

2. 공공급식 정책 추진 실태

2.1. 관련 조직18)

국가단위에서 급식과 관련된 정부 정책·사업은 소관업무별, 정책·사업 대상자 

및 급식기관·시설별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다<그림 2-1>. 

중앙행정기관은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라 식재료 생산·공급 및 품질 관리, 식재료 

및 급식소 안전·위생, 식재료 구매·계약, 급식 기관·시설 관리·감독 등을 담당한

다. 이 중 급식 식재료 생산·공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식품 생산·공

급과 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이며, 급식 식

재료 및 급식소 안전·위생에 관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한다.19)  

18) 황윤재 외(2019: 12-13)를 참조하여 정리함. 

19)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3월 기존 식생활소비정책과를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변경하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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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급식기관·시설의 관리·감독은 교육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

교, 대학 등), 보건복지부(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여성가족부(여성·가

족·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시설), 국방부(군부대), 법무부(교정시설) 등이 소관업무

별로 구분하여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그 소속기관들을 주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이며, 조달청은 농식품을 포함한 공공부문 조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림 2-1  정부부처별 공공급식 관련 주요 업무 및 관리·감독 기관·시설

자료: 연구진 작성.

2.2. 법령 체계

이 절에서는 급식 및 급식 식재료와 관련된 국가단위 법령과 공공급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체계를 검토한다. 

2.2.1. 국가단위 법령

급식기관·시설의 급식 및 급식 식재료 관련한 사항은 급식 관리·운영, 품질·안

전·위생, 건강·영양, 계약·구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교육

급식 식재료 공급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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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법령 법 조항 주요 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 2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 학교급식과 농어업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
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 교류협력사업 
장려

▪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 우대

▪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
  - 학교 등 단체 급식소·위탁급식업체
▪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우수 식재료 단체급식 등 제공 사업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
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
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 강구

해양
수산부

소금산업진흥법 제18조
(우선구매 등) 

▪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
단급식시설에 대하여 표준규격품, 우수천일염인증품 우선 구매 요청 
가능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수산물 수요 
개발 및 소비 촉진)

▪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 개발과 수
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 사업

주: 급식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www.law.go.kr: 2019. 9. 12.) 참조.

표 2-6  급식 식재료 관련한 국가단위 법령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단위 법령에서 ‘공공급식’에 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공공급식’

을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제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단위 법령 중에서 식재료 공급과 관련된 법령은 농식품 생산에 관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분산되어 있다<표 2-6>. 농림축산식품

부 소관 법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은 ｢소금산

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들 법령은 주로 

농산물 등 급식 식재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2-7  소관부처별·주요내용별 급식 관련 주요 법령

소관부처 급식 대상, 관리·운영 등 품질, 안전·위생 건강·영양 식재료 이용, 계약·구매 등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에 관한 특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아동복지법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
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국방부
군인 급식 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교도관직무규칙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외국인보호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
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조달청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찰청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주: 급식 시행에 관련된 법령을 위주로 정리하였으며, 급식에 관한 업무 분담을 규정한 부처별 직제법, 급식비 등 보수·수당에 관해 규정하는 법률 등은 공공급식 관련 법

령에서 제외함.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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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지방자치단체 조례20)

가. 제정 현황

광역자치단체 3개, 기초자치단체 26개 등 총 29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8월 7일 현재 기준).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이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세종특별자치시, 성남시, 

완주군 등 3개 지역(전체의 10.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8개 지역

(전체의 27.6%), 2019년에는 18개 지역(62.1%)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 운영 체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와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사업의 활

성화와 함께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거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표 2-8>.21) 대전 유성구, 춘천시의 경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한 조항

이 모두 통합된 형태로 통합 조례를 운영하는 반면, 부여군,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련된 조항이 통합 조례 내에서 분리되어 있다. 

조례 체계 조례 구성 및 운영 주요 사례

통합 조례

조례 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조항 분리 부여군(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조항 통합 대전 유성구(학교 등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춘천시(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별 조례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조례 개별로 운영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사례

주 1) 주요 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분석함.
    2) 완주군은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2012년 제정) 이외에도 “재단법인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2013년 제정)를 두고 있음.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8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운영 체계

20) 공공급식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중심으로 작성함. 조례 중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

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와 같이 공공급식 안전성과 관련된 조례는 제외함. 
21) 예컨대, 칠곡군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9년 5월 14일 제정·시행하면서 2013년 4월 

16일부터 기존에 제정·시행하던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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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내용 구성, 지원 범위, 지원 방

법, 지원 우선순위 등 식재료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 조례는 대부분 공공급식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조례는 일반적으로 공공급식의 목적 및 정의, 공공급식에 관한 위원회, 공공급식 

지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22)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다<표 2-9>. 

구분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3장 
공공급식 지원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5장
보칙

장별
주요 
조항

제1조 
목적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제18조
공공급식지원
센터의 설치

제20조
우선적용

제2조 
정의

제5조 
위원회 구성

제14조
공공급식 지원
계획수립·시행

제19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21조
시행규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

제6조 
위원의 임기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제7조 
위원의 해촉

제16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제11조 
간사

제12조 
수당 등

주: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8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내용임. 

자료: 김제시 내부자료를 참조함.

표 2-9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 구성

22)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급식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서 조례 제정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 8월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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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 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례 세부 내용

을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성남시 조례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포함

하고 있지 않다. 완주군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기 위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는 별도의 조례(“재단법인 로컬푸

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공공급식 지원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급식 정책 대상·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다<표 2-10>. 공공급식 지원 

대상 급식기관·시설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사회복지시설, 의료

기관, 공공기관, 어린이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

시하고 있다. 학교, 유치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에 관

한 조례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급식 조례에

서는 지원 대상 급식기관·시설로는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지원 방법을 통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방법에 우선 지원에 대한 원칙을 명시

하지 않고 현금(경비)과 현물지원을 동시에 규정하거나(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여

군, 완주군, 화성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금천구·노원구·동대문구·송

파구 등), 현금(경비) 지원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대문구·영등포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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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사회
복지
시설

사회
복지
사업
프로
그램

중앙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군대
의료
기관

교정
시설

기타

광역자치단체 공공급식에 관한 법규(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충청남도 ● ● ● ● ●

소계 1 1 3 3 2 3 3 2 1 3 0 2

기초자치단체 공공급식에 관한 법규(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구미시 ● ● ● ● ● ● ● ●

군산시 ● ● ● ● ● ● ● ● ●

김제시 ● ● ● ● ● ● ● ● ●

나주시 ● ● ● ● ● ● ● ●

담양군 ● ● ● ● ● ● ● ● ●

대전 유성구 ● ● ● ● ● ● ● ● ● ● ●

부여군 ● ● ● ● ● ● ●

상주시 ● ● ● ● ● ● ●

서울 금천구 ● ● ● ● ● ●

서울 동대문구 ● ● ● ● ●

서울 서대문구 ● ● ● ● ● ● ● ●

서울 송파구 ● ● ● ● ●

서울 영등포구 ● ●

성남시 학교급식 제외,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영암군 ● ● ● ● ● ● ● ●

옥천군 ● ● ● ● ● ● ● ● ●

완주군 ○ ○ ○ ● ● ● ● ● ● ● ● ●

이천시
● ● ● ●

지원 대상은 공공급식지원위원회에서 결정

장성군 ● ● ● ● ● ● ● ● ●

청양군 ○ ○ ● ● ● ● ● ● ● ● ●

춘천시 ● ● ● ● ● ● ● ● ● ● ●

칠곡군 ● ● ● ● ● ● ● ●

포천시 ○ ○ ● ● ● ● ● ● ●

해남군 ●
● ●

● ●
관공서

화성시 ○ ○ ● ● ● ● ● ● ● ● ●

화천군 ● ● ● ● ● ● ● ●

소계 7 6 21 25 15 20 20 23 15 23 1 24

합계 8 7 24 28 17 23 23 25 16 26 1 26

주 1) 2019년 8월 7일 현재까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급식에 관한 법령을 기준으로 분석함.

    2)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을 포함함.

    3)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및 지원기관을 포함함.

    4) ○는 동일 조례 내에서 학교, 유치원 등 학교급식과 기타 공공급식을 분리하여 규정한 경우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www.law.go.kr: 2019. 8. 17.)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진에서 작성함. 

표 2-10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급식 영역: 공공급식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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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교급식이 일반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공

공급식은 지역 농산물 이용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의 차이는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의 법령 제정 목적과 지원 방법에 관한 조항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표 

2-11>. 예컨대, 충청남도 학교급식 조례는 친환경 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 

공공급식 조례는 지역 농산물 우수식재료에 관한 내용을 법의 목적에 관한 조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 조례에서 지원 대상 농산물의 

우선순위는 ① 지역 농산물 중 우수 농산물(친환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증 

등) ② 지역 농산물 ③ 지역 이외(타 지역) 우수 농산물 등의 순서로 규정되고 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주요 관련 지방자치단체 
유형1 우수 식재료 서울특별시, 서울 금천·동대문구·송파
유형2 지역 우수식재료 대전 유성구, 부여군

유형3
지역 농산물
(로컬푸드)

완주

유형4
지역 농산물 중
우수 농산물

지역 농산물 영암, 부여

유형5
지역 농산물 중 
우수 농산물

지역 농산물
지역 이외 

우수 농산물 

세종시, 충청남도, 구미시, 군산시,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춘천시, 

화성시, 화천군

유형6
지역 농산물 중

친환경인증
농산물

지역 농산물 중 
우수 농산물

지역 농산물
지역 이외 

우수 농산물
이천시, 청양군, 포천군

주: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 우선순위는 조례를 바탕으로 유사한 조건을 정리하여 연구진에서 유형화한 것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페이지(http://www.law.go.kr: 2019. 8. 17.) 자료를 참조하여 연구진에서 작성함.

표 2-11  지방자치단체 조례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 우선순위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경우에도 각각의 급식에서의 식재

료 지원 우선순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부여군은 공공급식은 지역 

우수 농축산물 우선 공급에 대해서만 명시하는 데 비해 같은 조례 내에서 학교급

식은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지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인

근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 국내산 농축수산물 순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다. 또한 완주군은 공공급식은 로컬푸드 우선 공급만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은 로컬푸드, 우수 농축산물, 국내산 순으로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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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나타나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의 공급 식재료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는 실제로 급식 식재료 공급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식재료 공급의 우선순위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과 지역산 농산물 생산자 간

에 공공급식 추진 방향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2.3. 정책·사업 추진 실태

이 절에서는 중앙정부 공공급식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 내용을 기준으로 ① 식

품지원사업과 ② 급식 식재료 공급·관리기반 구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3.1. 식품지원사업

정부 식품지원사업은 ① 식품·식사 등이 직접적으로 수혜대상에게 지원되거나 

② 간접적으로 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식사·영양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우선, 식품·식사제공이 동반되는 정부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

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

급식사업’, ‘과일간식사업’,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등,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지원’, ‘노인급식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

양플러스사업’,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실버건강식생활사업’ 등이 있다.23)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식품지원사업은 수혜 대상자에게 식품·식사

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은 농식품 소비 촉진과 안

정적 판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등의 건강·영양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이 저소득층, 건강·영양 우려계층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과일간식사업’(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중 학교기반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초등돌봄교실을 이

용하는 초등학생 전반을 사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이가 있다. 

23) 아동급식지원의 경우 아동의 여건별로 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도시락, 부식이 지원되

거나, 비용지원의 형태로 식품권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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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표적인 비용 지원 사업에는 교육부의 저소득층 대상 급식비 지원이 있

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 자격에 따라 음식물비를 

포함하여 제공되는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총 7종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분담하여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실시하며, 친

환경 식재료 이용 시 발생하는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급식 차

액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3.2. 식재료 공급·관리 기반 구축

급식 식재료 공급·관리 기반 구축에 관한 정책·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별로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및 안정적 판로를 확대

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푸드플랜패키

지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활성화사업을 포함한 20개 사업을 푸드플랜과 연계 

가능한 20개 재정 지원사업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양

질의 안전한 식재료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식재료 우수관리업

체 지정·관리 사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

은 지역 푸드플랜 확산과 함께 지역 중심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이 주요한 정책 

기조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2019년부터 신규지정이 중단되었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

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어린이 대상 급식 제공 기관·시설 중에서 영양사를 배

치하고 있지 않은 기관·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한다.25) 이밖에 보건

복지부는 지역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어린이집, 가정 내 영유아 육

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식단 제공, 급식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 

등의 어린이집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4) 201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8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기존 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

(2021. 12. 31. 까지)을 부여함. 
25) 황윤재 외(2019: 26)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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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급식 동향과 실시 현황

3.1. 최근 동향

공공급식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관련 정책·사업은 1997년대 이후 초등학교, 고

등학교, 중학교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면급식 실시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직영급식 원칙의 수립 등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대 중반 이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수립,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식재

료를 공급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이어졌다. 2010년대 전후

로는 보편적 복지 관점을 적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무

상급식이 시작되어, 현재 17개 시도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먹거리 공공성·공익성에 대한 관심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지역 푸드

플랜 수립·추진을 통한 지역 농산물 이용 확대와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급식 이외에 여타의 공공영역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급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급식에 관

한 조례 표준안”을 작성·배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적 근거를 통해 공공급식

에 관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지

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국가단위에서도 공공급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일부 중앙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단체급식 등 급식시설에서의 지역 농산물과 천일염 

이용 확대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표 2-12>. 그러나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실질적인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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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안) 소관부처 추진 목적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2017. 12.)

식품의약품
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영양·위생 관리 지원을 통해 공공급식소 이
용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2018. 12.)

농림축산식품부 학교급식·단체급식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촉진

“소금산업진흥법” 개정(2019. 3.) 해양수산부 공공급식시설 천일염 이용 활성화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2019. 1.)

농림축산식품부 공적영역 먹거리 관련 정책·사업 예산 지원 근거 제시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12  공공급식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내용

3.2. 공공영역 급식 실시 현황과 규모

3.2.1. 급식 실시 현황과 특성 

가. 소관부처 및 법령 

공공 영역 기관·시설들은 다수의 소관부처와 근거 법령에 의해 급식에 관한 사

항을 관리·운영한다. 어린이집, 의료시설, 여성·가족·아동복지시설은 여성가족

부,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유치원·학교는 교육부, 군대 국방부, 교정시

설 급식에 관한 일반 사항은 법무부가 관리·감독한다<표 2-13>. 

사립 교육시설 등 민간 운영 기관·시설을 제외한 급식기관·시설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식재료 계약·구매를 

실시한다.26) 안전·위생과 건강·영양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과 ｢국민영양관

리법｣을 근거로 관리·운영된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이밖에도 ｢어린이 식생활안

전관리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집단급식소 관리에 근거

2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지방

자치단체·법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이외의 자

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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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법령이나, 동법에 따른 관리대상 급식시설을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로 제한하여,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기관·시설은 위생 관리에 상

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7년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74%, 유치

원의 32%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이하의 급식시설이다.27) 

구분
소관부처

(관리·감독)

주요 법령

계약·구매
급식관리

급식일반 안전·위생 건강·영양

교육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지방계약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국민영양관리법

유치원 교육부 지방계약법 유아교육법

학교 교육부 지방계약법 학교급식법

복지
사회복지

시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계약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

원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보건

(국공립)
의료시설

보건복지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의료법

안녕
·

질서
유지

군대 국방부
국가계약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군인급식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정시설 법무부 국가계약법
형의 집행 및 수요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

공공
행정

정부 및 
공공기관

부처별·
기관별 

소관부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주: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노숙인, 결핵·한센인 등, 여성가족부는 성관련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 대상 시설을 관리·감독함(황윤재 외 2019: 43).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13  공공급식 실시 기관·시설 급식 추진 체계

나. 급식 제공 목적과 대상 

급식 기관·시설들은 수행 기능·역할, 운영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표 2-14>. 급식을 통한 급식 이용자의 영양·건강 확보는 급식기관·시설

의 주요 급식 제공 목적이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은 복지, 의료시설은 치료,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복리후생 등 급식 제공 목적이 다양하다. 

급식 기관·시설별로 급식 제공 대상과 대상 특성도 상이하다<표 2-15>. 일반적

으로 교육 및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들은 기관·시설 유형

27) 황윤재 외(2019: 21-22)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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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상대적으로 한정적인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예컨대, 어린이집·유치원

은 영유아, 초·중·고등학교는 학교급별로 특정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노인복지시설, 아동·청소년복

지시설이 각각 노인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급식기관·시설과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의료시설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데 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은 청년층과 중

장년층이 주요 급식제공 대상이다. 

구분

제공 목적

영양
건강

교육
복지

치료사회
복지

복리
후생

교육

어린이집 ● ●

유치원 ● ●

학교 ● ●

복지 사회복지시설 ● ●

보건 의료시설 ● ●

안녕·
질서유지

군대 ●

교정시설 ●

공공행정 정부 및 공공기관 ● ●

주: 의료시설은 환자식을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14  공공급식 실시 기관·시설 급식 제공 목적

구분
대상 연령 대상특성

비고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취약계층
여부

교육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

복지 사회복지시설 ○ 시설유형별로 
대상 연령 상이

보건 의료시설 ○

안녕
·

질서
유지

군대 ×

교정시설 ×

공공
행정 정부 및 공공기관 ×

주 1) 의료시설은 환자식을 기준으로 분석함. 
    2) 이 연구에서 취약계층은 사회적·경제적 또는 질병 등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보호가 필요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환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15  공공급식 실시 기관·시설 급식 대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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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식 제공 방식과 유형28)

대부분의 시설이 연중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급식을 제공하는 데 비해 

학교, 유치원은 연간 정해진 수업일수에 따라 급식이 제공되며, 방학 기간에는 급

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1일 제공 끼니 수도 기관·시설별로 차이가 있다<표 2-16>. 

의료시설, 군대, 교정시설이 3식을 모두 제공하는 데 비해, 학교는 1식만을 제공한

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1~3식을 제공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은 급식 

이외에 간식도 제공한다. 사회복지기관은 시설 내 급식과 병행하거나 시설 내 급

식을 제공하지 않고, 도시락, 밑반찬 등 식사지원만 하는 경우도 있다.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인 경우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급식을 관리·운영하면서, 

급식 식재료 구매·공급도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치원 급식

은 초·중·고등학교 등과 같이 교육부(교육청)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급식 현장

에서 학교급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기관·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의료시설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식과 일반식 등으로 구분하

여 식사가 제공되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

시설은 일반식과 치료식 등으로 구분하여 급식이 제공된다.

구분
제공 식사 특성 제공 방식

비고
일반식 특정식 제공 일수

연중 공급
여부

제공 끼니

교육

어린이집 ○ × 대체로 연중
(공휴일 제외) ○ 1식, 간식

(종일반 2식)

유치원 ○ × 약 180일 × 1식, 간식
(종일반 2식)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급식 관리·운영

학교 ○ × 약 190일 × 1식

복지 사회복지시설 ○ △
연중 또는 

대체로 연중
(공휴일 제외)

○ 1~3식
(기관별 간식)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등 
외부 식사 지원 시설 존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일반식과 치료식 등 제공

보건 의료시설 ○ ○ 연중 ◎ 3식

안녕·
질서유지

군대 ○ × 연중 ◎ 3식

교정시설 ○ × 연중 ◎ 3식

공공행정 공공기관 ○ × 대체로 연중
(공휴일 제외) ◎ 1식

(기관별 2-3식)

자료: 문헌자료, 면담 및 현장조사,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2-16  공공급식 실시 기관·시설 급식 실시 특성

28) 문헌자료, 면담 및 현장조사,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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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급식 실시 규모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분류되는 기관·시

설 이용자 및 종사인력 수 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공급식 이용자 수는 전국적으

로 약 13백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표 2-17>.29) 급식 실시 규모는 금액 기준으

로 약 340억 원(1일 1식 기준), 물량기준으로 약 3,452톤(원물기준 3,823톤)으로 

추정된다<표 2-18>.30) 세부적으로 시설 수는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순, 시설 이용자 수는 초·중·고등학교, 기타 교육시설, 어린이집, 정부 및 공공기관 

순으로 많다. 급식 실시 규모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실시 규모가 가장 크며, 다

음으로 기타 교육시설, 정부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 군대, 유치원 등의 순으로 큰 

것으로 추산되었다. 

구분 기관·시설 시설 수 시설 이용자 수

교육

어린이집 39,171 1,416
유치원 9,012 676

초·중·고등학교 11,818 5,608
기타 교육시설 400 3,041

복지 사회복지시설 3,953 276
의료 의료시설(국공립병원) 221 64

안녕·
질서유지

교정시설 53 57
군대 - 599

공공행정 정부 및 공공기관 1,391 1,390
합계 66,028 13,128

주 1) 어린이집 시설 수와 이용자 수는 2018년 12월말 기준이며, 한국보육진흥원 웹페이지(https://www.kcpi.or.kr: 
2019. 10. 5.) 자료를 활용함. 시설 이용자 수는 어린이집 재원생(현원기준)을 기준으로 집계함. 

    2) 사회복지시설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집계함. 
    3) 노인복지시설은 통계청 웹페이지(http://kostat.go.kr: 2019. 10. 5.)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노인 사회복지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을 제외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집계함.

    4)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웹페이지(http://www.w4c.go.kr: 2019. 10. 5.)  자료
를 활용하여 작성함.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포함함. 

    5) 유치원은 교육통계서비스 웹페이지(https://kess.kedi.re.kr: 2019. 10. 5.) 자료를 활용함. 
    6)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웹페이지(http://www.schoolhealth.kr: 2019. 10. 5.) 자료를 활용함. 
    7) 기타 교육시설은 대학·대학원을 기준으로 추산하였으며 교육통계서비스 웹페이지(https://kess.kedi.re.kr: 2019. 

10. 5.) 자료를 활용함.
    8) 의료시설은 국공립병원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임.
자료: 기존 통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연구진 작성.

표 2-17  공공영역 급식 기관·시설과 이용자 규모 
단위: 개소, 천 명

29) aT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연구소(2017: 42)는 공공급식 시설 이용자 수를 약 12백만 명으로 추산함.
30) 가락시장 1일 평균 거래량(2017년)이 7,300톤으로, 추산된 급식 규모는 축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가락시장 1일 평균 거래량의 절반 수준인 약 52%에 달하는 물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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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시설
실시 규모

식료품비 기준
농축산물 섭취량 기준

(폐기율 반영 원물 환산)

교육

어린이집 2,105 239(263)
유치원 1,481 130(143)
초중고등학교 16,624 1,471(1,626)
기타 교육시설 7,456 833(931)

복지 사회복지시설 674 86(94)
의료 의료시설(국공립병원) 147 20(22)
안녕·
질서유지

교정시설 83 19(21)
군대 1,600 202(224)

공공행정 정부 및 공공기관 3,408 452(500)
합계 33,579 3,452(3,823)

주 1) 공공영역 급식 시장 규모는 기관·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점심급식을 기준으로 급식 식료품비, 농축산물 
섭취량을 기준으로 계측함. 

    2) 농축산물섭취량 기준 급식 실시 규모의 계측을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8)  『2017 국민건강
통계』의 품목별 섭취량 자료를 활용함.

    3) 식료품비 기준 급식 실시 규모의 계측을 위한 급식기관별 식료품비 자료는 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
설은 이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 웹페이지(https://www.moe.go.kr: 2019. 
10. 5.), 의료시설·정부기관·공공기관은 황윤재 외(20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정시설, 군대는 
황윤재 외(2019)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함. 

    4) 원물 환산을 위해 품목군별 폐기율을 평균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를 활용함.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18  공공영역 급식 실시 규모 계측(1일 1식 기준)

단위: 백만 원, 톤

4. 요약 및 시사점

공공급식의 개념과 추진 실태와 관련된 이 장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급식의 개념·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반면, 공공급식의 

개념·범위를 정의하는 다양한 기준과 공공급식 정책 추진의 다양한 목적, 특히 급

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 추진의 목적 등을 고려할 경우, 정책적 관점에서 공공

급식에 관한 개념·범위는 향후 정책의 확장성을 고려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공공급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과 공공·공익적 기능·목적을 수행하는 기관·단

체 및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식사’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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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가단위 공공급식 정책은 다원화된 법령과 조직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다수의 부처들이 공공급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처별 소

관 법령을 통해 급식 관리·운영, 품질·안전·위생, 건강·영양, 식재료 이용과 계약·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화된 체계는 부처 간 이견과 소

관 업무의 분리로 인해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관련한 정책의 일관적이며 

체계적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국가단위에서 공공급식의 개념을 정의하고, 공공급식을 규정에 명시적으

로 포함하여 제시하는 법령은 부재한 반면, 실질적인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을 추

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근 정책·사업 추진의 근거로서 공공급식에 관한 조

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사업은 지역별로 학교급식과 분리되어 추진되기

도 하며,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에 대해서 별

도로 제정되어 있기도 하다. 최근 공공급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

교급식과 여타의 공공급식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속

에서 기존에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던 학교급식과 주로 지역 농산물에 초점

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사업으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공공급식 이용자 수는 전국적으로 약 13백만 명, 급식 실시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약 340억 원(1일 1식 기준), 물량기준으로 약 3,452톤(원물 기준 3,823

톤)으로 추정된다. 공공급식 실시 기관·시설별로 급식 이용자 수와 실시 규모가 차

이가 있으며, 급식 제공 목적과 대상, 제공 방식과 유형 등 급식 현황과 특성도 기

관별·시설별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관련 정책을 추

진하는데 있어 기관별·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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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체계

이 장에서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경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와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한다.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경로는 주요 식

재료 공급 주체인 민간 공급업체와 공공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 식재료 공급 체계와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은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공동구매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 시스템은 식재료전자조달시스템, 

수발주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 식재료 공급 실태와 경로31)

1.1. 식재료 공급 절차와 실태

1.1.1. 식재료 공급 절차

가. 공급업체 선정·계약

공공부문 급식기관·시설은 ① 계약에 관한 국가 법령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31) 식재료 공급 실태와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공급업체 40개 업체와 공공급식지원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조사 규모가 한정적이어서 현실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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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근거로 정해진 절차·방식을 준용하거나 ②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자체적인 기준·원칙 등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 기관 유형별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며, 학교급식지원센

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급식식재료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과 동

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다.

민간 공급업체는 다양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한다.32) 대부

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반면, 공공기관·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경쟁입찰(제

한적 최저가),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은 별도의 계약 절차를 동반하지 않고 주문

에 따라 직접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상당하였다.33) 설문조사 결과, 민간 공급

업체의 14.2%는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급식 기관·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며, 이러한 비중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3.3%, 사회복지시설은 30.0%로 높은 편이었다<표 3-1>. 실제로 사례 및 전문가 

조사에서도 소규모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계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민간 공급업체의 상당수가 공공급식 기관·시설과 대체로 1년 이상의 장기 계약

을 맺고 있었다<표 3-2>. 1년 이상의 장기 계약 비중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설 비

중이 높은 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시설과의 계약인 경우 각각 60.0%에 달하였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47.1%로 다른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비해 장기 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32) 식재료유통대기업, 식재료유통법인, 식재료개인도매상, 식재료전문마트 등 다양한 유형의 식재료 

공급업체가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함.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식재료전문마트는 점포형 

식재료 유통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로 매장(점포) 직접 주문(직접 구매)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고, 

외식업체, 급식기관(B2B)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B2C)대상 영업도 병행함. 
33)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제3장의 공공급식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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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민간 공급업체의 공공급식 기관·대상별 식재료 공급 선정·계약 방식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최저가 입찰
제한적 최저가 

입찰
 수의계약

계약 없이 직접 
공급

합계

전체 113 9.7 35.4 40.7 14.2 100.0

어린이집 15 6.7 13.3 46.7 33.3 100.0

유치원 17 - 23.5 58.8 17.6 100.0

초·중·고등학교 32 6.3 53.1 37.5 3.1 100.0

사회복지시설 10 - 30.0 40.0 30.0 100.0

정부 및 공공기관 12 25.0 41.7 25.0 8.3 100.0

기타 27 18.5 33.3 37.0 11.1 100.0

주: 민간 공급업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표 3-2  민간 공급업체의 공공급식 기관·대상별 식재료 공급 계약 기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수시 계약 1개월
2~6개월 

미만
6개월 1년 1년 이상 합계

전체 113 15.0 19.5 14.2 6.2 39.8 5.3 100.0

어린이집 15 20.0 13.3 6.7 0.0 53.3 6.7 100.0

유치원 17 23.5 17.6 5.9 5.9 41.2 5.9 100.0

초·중·고등학교 32 9.4 43.8 9.4 3.1 28.1 6.3 100.0

사회복지시설 10 20.0 0.0 0.0 20.0 60.0 0.0 100.0

정부 및 공공기관 12 8.3 16.7 33.3 8.3 33.3 0.0 100.0

기타 18 14.8 3.7 25.9 7.4 40.7 7.4 100.0

주: 민간 공급업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경우 민간 공급업체와는 달리 입찰 등을 동반하는 공급업

체 선정 과정을 별도로 거치지 않으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을 

희망하는 급식 기관·시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식재료를 공급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급식식재료지원센터와 급식 기관·시설 간 공급 계약은 “지

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학교와 금액 기준 등에 제한이 없는 수의계약을 실시할 수 있는 반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 조건에 제한을 받게 되어, 식재료 공급에 제약을 받는 문

제점이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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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재료 수발주·배송

민간 공급업체와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모두 식재료 발주를 통해 식재료 납품일

자, 품목별 수량 등이 지정되면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식재료를 납품한다. 설문조

사 결과, 민간 공급업체는 최종 발주를 받는 시기가 대체로 전날(46.0%) 또는 전주

(30.1%)였으며, 발주 기간은 대체로 1주일 단위(46.9%), 1개월 단위(37.2%)인 것

으로 나타났다<표 3-3>. 반면 사례조사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경우 민간 공급

업체 보다는 최종 발주를 받는 시기가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조사 대상 10

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전주에 최종 발주를 받으며, 전날 발주를 받는 경우는 1

개 사례에 불과하였다. 발주기간은 1주일 단위인 경우가 6개 센터였으며, 1개월 

단위는 2개 센터로 민간 공급업체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5) 

표 3-3  민간 공급업체의 식재료 발주 실태(최종 발주 기준)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전날 전주 2주 전 전월 기타 합계

발주시기 113 46.0 30.1 3.5 14.2 6.2 100.0

구분 사례 수 1주 미만 1주 2주 1개월 기타 합계

발주단위 113 9.8 46.9 3.5 37.2 2.7 100.0

주: 민간 공급업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그러나 납품 식재료의 가격 결정 방식은 민간 공급업체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간

에 차이가 있다. 민간 공급업체가 정해진 계약에 맞춰서 시장 가격에 따라 식재료

를 확보·납품하는 반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대체로 가격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

해진 가격(산지(생산자)지불가격과 급식기관·시설 공급가격 등)을 적용한다.

또한 발주 요청에 따른 식재로 확보도 민간 공급업체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서 산지, 도매 또는 소매 단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재료를 확보하는 반면, 공공

34) 윤병선 외(2018: 94, 115) 참조. 
35) 정상택 외(2018a: 71)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식재료 발주기간은 주로 1개월 단위

(63.3%)가 가장 많으며, 최종발주가 1개월, 2주 또는 1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

나 최종발주 이후에도 최소 3회부터 최대 30회까지 수정발주가 이루어지며, 발주시기와 단위 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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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센터는 계약재배·기획생산 등을 통해 사전에 계획된 생산자·생산자조직

(단체) 등을 통해서 주로 납품 물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6) 

배송기반과 역량은 민간 공급업체와 공공급식지원센터 모두 업체별·센터별로 

차이가 있다<표 3-4>. 민간 공급업체가 대부분 직접 배송과 위탁 배송을 동시 활

용하는 반면(혼합배송, 62.5%),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직영배송 비중이 높은 편이

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사례조사에서 8개 업체가 직영 방식으로 식재료를 납품하

고 있었다.37) 식재료 배송은 급식의 특성상 주로 9시 이전 오전에 이루어진다.38) 

표 3-4  민간 공급업체 식재료 배송 실태와 역량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배송 방식 배송 인력

직영 배송 위탁 배송
혼합
배송

합계 2명 이하
3~10명 

미만
10명 이상 합계

비중 40 35.0 2.5 62.5 100.0 30.8 41.0 28.2 100.0

구분
사례 
수

1일 평균 이용 배송 차량 수 배송차량 1대당 담당 급식 기관 규모

2대 이하
3대 이상
10대 미만

10대 이상 합계 1~2개소 3~4개소
5개소 
이상

합계

비중 40 25.6 38.5 35.9 100.0 28.2 33.3 38.5 100.0

주: 민간 공급업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민간 공급업체와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규모·여건, 시설·업체 역량 등에 따

라 식재료 공급 규모가 차이가 있다<표 3-5>. 민간 공급업체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공공급식 기관·시설 수가 1일 평균 10개소 미만(40.0%)이거나 50개소 이상

(35.0%)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급업체별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공공급식 기관·

시설 수가 양극화되어 있다. 반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경우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36) 민간 공급업체는 설문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도매시장(39.1%)을 통해서 공급할 식재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납품 식재료의 유형별·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공급업체 유형별로 차

이가 있음. 예컨대, 공급업체 면담조사 결과 식재료유통대기업은 산지계약재배, 해외소싱(global 

sourcing)도 활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식재료 확보 경로가 다양하였음. 또한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주로 도매시장을 이용하며, 식재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식재료유통대기업 등 다른 식재료유통업체

를 통해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납품해야 할 식재료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37) 정상택 외(2018a: 72) 연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대부분 직영배송(62.3%)을 하였으며, 위탁

배송은 7.8%에 불과하였음. 
38) 다른 민간 공급업체와 달리 식재료유통대기업은 다수의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로 지역 대리점 유통·배송망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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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설립되어 정책적으로 지역의 일정 공공급식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식재

료 공급을 한다는 점에서 민간 공급업체에 비해 식재료 공급 규모가 클 수밖에 없

다. 사례조사 결과 4개 업체가 100~150개 공공급식 기관·시설, 2개 업체는 150개 

이상, 2개 업체는 200개 이상의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었다. 

2개 업체는 50~100개 기관·시설에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었다. 

표 3-5  민간 공급업체 식재료 납품 급식 기관·시설 수(1일 평균 시설 수)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10개소 미만 10개소 이상 50개소 미만 50개소 이상 합계

비중 40 40.0 25.0 35.0 100.0

주: 민간 공급업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다. 식재료 검수 및 품질·안전관리

식재료가 공급된 이후 급식기관·시설은 식재료 검수를 실시하며, 경우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체·기관에 클레임/반품을 요청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식사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급식기관·시설의 특성상 이에 대한 대응은 주로 식재료 교환(재

납품/대체)을 통해 이루어진다. 민간 공급업체는 주로 품질 미흡(35.6%)을 주요 

요인으로 1달 평균 19.6건의 클레임/반품요구를 받고 있었다<표 3-6>.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조사 결과 품질미흡(56.7%)을 요인으로 1달 평균 약 29건의 클레임/

반품요구가 발생하여, 품질미흡으로 인한 클레임/반품이 민간 공급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9) 지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다수의 공공급식 기관·시

설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며,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식재료 공급을 추진

하고 있다는 점이 클레임/반품 건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공공급식 기관·시설 대상 면담조사에서 설립·운영 초기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급식기관·시설에 납품 경험이 없는 지역 내 소규모·영세 농가를 중심으로 하여 식

재료를 공급함에 따라 품질 및 납품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

러나 일정 기간 동안 식재료 공급을 한 이후 품질 및 납품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39) 정상택 외(2018a: 73)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 당 월 평균 클레임 발생 건수가 33.8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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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시되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가 안정화

될 경우 클레임/반품 규모도 감소할 수 있다. 

표 3-6  민간 공급업체의 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현황

단위: 개, %

구분
식재료 클레임/반품 요구 식재료 클레임/반품요구 주요 요인

1달 평균 중량미달
품질
미흡

규격미달
/미충족

발주오류 기타 합계

비중 19.6 17.8 35.6 19.5 18.6 8.5 100.0

주: 민간 공급업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민간 공급업체의 농식품 안전관리는 일반 농식품 안전 관리와 동일하게 이루어

진다. 식재료 유통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위생 점검을 정기적

으로 받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시스

템)에 등록한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

체가 지방자치단체(90.0%)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87.5%)의 점검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밖에 민간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

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품질관리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식재료 유통업체의 

경우 관련 여건·기반이 미흡하여 상대적으로 자체적인 안전·품질 관리에 어려움

이 따른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이상인 경우 약 85.0%가 자체 검사 시설을 갖

추고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러한 비중이 55.0%

에 불과하였다. 

급식식재료지원센터는 식재료가 통합 시설을 경유하여 공급된다는 점에서 민

간 공급업체를 통한 식재료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

이 있다. 그러나 안전성 검사 등 안전 관리 실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

다. 사례조사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자체 검사 시설을 보유하기보다는 지

역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등 외부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안전성 검사 주기·규모 등도 지원센터별로 차이가 있었다. 10개 공

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1달 평균 검사 건수가 30건 정도

였으며, 검사비용은 건당 약 74천 원에서 250천 원 등으로 편차가 컸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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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재료 공급 경로

1.2.1. 식재료 유형별 경로

일반 농산물과 지역산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등은 전반적인 식재료 공급 경로

는 유사하다. 산지와 도매시장을 거쳐서 주로 식재료 유통업체나 소매유통업체를 

통해 식재료가 공급되거나 급식 기관·시설이 식재료를 직접 구매한다<그림 3-1>. 

다만 지역산의 경우 소매유통업체를 통한 공급보다는 식재료 유통업체를 경유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재료 유형별로 주요 공급 경로와 경로별 비중은 차이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민

간 공급업체인 경우 일반 농산물은 주로 도매시장을 통해 확보하였으며(54.8%), 친

환경 농산물은 생산자·생산자조직(단체)(23.1%), 산지유통인·유통조직(19.2%), 도

매시장(19.2%)등이 주요 경로였다<표 3-7>. 지역산 농산물은 도매시장(40.0%)과 

생산자·생산자조직(단체)(25.7%)을 주로 이용하였다. 

표 3-7  민간 공급업체 식재료 유형별 확보 경로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도매
시장

생산자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유통조직

다른 식재료 
유통업체

소매유통
업체

산지
계약재배

기타 합계

일반 31 54.8 12.9 6.5 12.9 9.7 3.2 - 100.0

친환경 26 19.2 23.1 19.2 15.4 11.5 3.8 7.6 100.0

지역산 35 40.0 25.7 8.6 14.3 2.9 2.9 5.8 100.0

주: 민간 공급업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산·친환경 식재료, 특히 농산물을 주로 취급하

며, 이를 주로 지역 내 생산자·생산자조직(단체) 등을 통해 확보한다. 생산자·생산

자조직(단체) 등을 통해 공급 식재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민간 공급업체와 동일

하나, 식재료의 안정적 확보와 생산자에게 안정적 수요처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

40) 정상택 외(2018a: 73)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대부분 외부 검사시설을 이용하며,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하는 비중이 48%에 그치고 있고, 검사 비용은 건당 80천 원에서 220천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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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계약재배·기획생산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1), 42) 민간 공급업체의 

계약 재배를 통한 식재료 확보는 식재료 유형별로 2.9~3.8%에 불과하였다. 그러

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주요 공급처로서

의 역할을 하는 반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아직 지역별로 수립·운영 초기단계여

서, 지역산 식재료의 주된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43) 

설문조사에서 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

균적으로 어린이집 11.4%, 유치원 25.1% 정도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은 1.0%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어린이집·유치원은 대체로 중소규모식재료업체(46.9%) 

또는 대기업 식재료 업체(30.9%)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받거나, 소매유통업체

(40.6%)를 통해 식재료를 구매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소매유통업체에

서 구매하거나(53.0%), 중소규모식재료업체(51.0%)를 주로 이용하였다.45), 46) 

41) 사례조사에서 센터별로 기획생산만을 하거나, 기획생산·계약재배를 병행하는 등 식재료 확보 방식은 

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음. 
42)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내 생산자·생산자조직(단체) 등을 통해 식재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또는 

지역과의 연계 차원에서 일부 품목을 지역농협, 식재료유통업체, 도매시장 등을 활용하여 확보하는 

사례가 있었음. 생산기반이 없는 지역에 입지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산지와의 연계를 통해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었음.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별 공

공급식지원센터임. 서울특별시는 지역 내 기초단위 공공급식지원센터와 특정 산지 공공급식지원센

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음. 
43) 정상택 외(2018b: 17, 22, 31)에 의하면 전체 학교의 30.4%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며, 학

교급식지원센터 공급 농산물(15개 주요 품목 기준)에서 친환경농산물의 비중(매출액 기준)이 

68.8%(물량기준 68.1%)임.
44) 이 연구에서의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유치원은 수도권의 경우 23.7%, 

전라권은 20.8%로 상대적으로 이용 경험이 있는 기관·시설의 비중이 높았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충청권은 3.8%, 경북권은 4.8%여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음.
45) 이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별도로 정리함. 
46) 황윤재 외(2019: 173, 20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국공립병원은 중소규모식재료업체(78.0%), 대기업식재료업체(62.0%), 정

부 및 공공기관은 중소규모식재료업체(80.0%), 대기업식재료업체(72.0%)를 이용하고 있어 공공

급식 기관·시설 유형별로 주로 이용하는 공급업체 유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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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식재료 유형별 주요 공급 경로

단위: 개, %

구분 주요 경로

일반

친환경

지역산

자료: 기존 문헌 및 설문조사, 사례조사, 면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구진에서 작성함.

1.2.2. 식재료 품목별 경로: 민간 공급업체 중심47)

전국적으로 학교를 제외한 공공급식 기관·시설에서 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통

한 식재료 공급 비중이 높지는 않으며, 민간 공급업체가 공공급식 기관·시설 식재

료 공급에서 주요 비중을 점한다. 민간 공급업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재료를 

확보하며, 품목군별로 주요 식재료 확보 경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47) 민간 공급업체의 주요 식재료 확보 경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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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양곡은 산지유통인·산지유통조직(31.8%) 또는 다른 식재료 유

통업체(31.8%) 비중이 높은 반면, 채소·과일은 도매시장(40.3%)이 높은 비중을 

점유하였다<표 3-8>, <그림 3-2>. 이밖에 축산은 다른 식재료 유통업체(42.9%)와 

산지유통인·유통조직(28.6%), 수산(61.5%)과 김치·가공식품(66.7%)은 다른 식

재료 유통업체를 통한 식재료 확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8)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소규모식재료업체, 대규모식재료업

체, 소매유통업체 등을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는 반면, 경로별로 조달되는 주된 품

목에는 차이가 있다.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규모 식재료

업체, 대기업 식재료 업체가 품목 전반에 대한 조달 비중이 높은 반면, 소매유통업

체를 통해서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모두 주로 채소·과일, 수산물을 조달

받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49) 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통한 조달은 어린이

집·유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곡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밖에 농수

축협을 통해서는 주로 양곡과 축산을 조달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표 3-8  민간 공급업체 식재료 품목군별 확보 경로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도매
시장

생산자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유통조직

다른식재료 
유통업체

소매유통
업체

산지
계약재배

기타 합계

양곡 44 6.8 22.7 31.8 31.8 6.8 - - 100.0

채소·과일 62 40.3 19.4 9.7 17.7 6.5 3.2 3.2 100.0

축산 7 14.3 14.3 28.6 42.9 - - - 100.0

수산 13 7.7 15.4 7.7 61.5 7.7 - - 100.0

김치·가공식품 36 8.3 11.1 5.6 66.7 2.8 2.8 2.8 100.0

주: 민간 공급업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48) 민간 공급업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조사규모가 제한적이어서 현장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9)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는 제4장과 부록1에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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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식재료 품목별 주요 공급 경로

주: 민간 공급업체의 주요 식재료 확보 경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봄.

자료: 기존 문헌 및 설문조사, 사례조사, 면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구진에서 작성함.

2. 식재료 공급 체계와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2.1. 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현황50)

2.1.1. 급식식재료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중심

가. 주요 현황과 특징

급식식재료지원센터는 주요 공급 대상에 따라 학교에 주로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여타의 공공급식 기관·시설에도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공급

식지원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설

립·운영되기 시작하여 현재 89개(광역 6개소, 기초 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최

근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적 관심으로 지역별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

50) 지역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 개선 및 구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운영하고 있는 공

공급식지원센터와 공동구매를 중심으로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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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설립·운영 중이다. 

일반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이용을 강조한다. 그러나 급식에서 이용되는 모든 식재료를 친환경·지역산으로 

공급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로 친환경 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않으며, 지

역산 이외의 농산물을 공급하기도 한다.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18년에 완

주군 농산물 58.5%, 전라북도 도내 농산물 22.9%, 타지역 농산물을 18.6%정도 취

급하였으며, 공급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의 비중이 약 40% 수준이었다.51)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급식식재료지원센터들은 일정 품목(군)에서 특정 기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적인 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

존 상권(지역업체)과의 마찰의 소지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 비해 대규모 상권을 

갖추고, 기존 유통업체의 급식 참여가 활발한 도시지역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기존 

상권(업체)과의 마찰의 가능성이 큰 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을 완

화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①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떡류, 빵류 등 일부 정

해진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다. ② 담양군 등의 경우 기존 식재료공급업체를 배송

업체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③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일정 품목은 주변 시장, 지

역업체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운영 유형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표 3-9>. 첫째, 운

영체계 측면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완주군, 전주시와 같이 지역별로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통합되어 운영되거나(통합운영), 나주시와 같이 지역 내에 공공급식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독립운영). 

둘째, 운영단위별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광역단위(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운영범위로 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거나, 나주시, 서울시 13개 기초자치

51) 완주군 공공급식지원센터(‘로컬푸드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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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과 같이 기초단위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52) 

셋째, 운영주체별로 법인형, 위탁형, 행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형은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공공급식 정

책·사업 추진 방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나, 식재료 계약, 수급·안전관리, 

공급에 관한 사항 전반을 행정조직과 독립된 조직에서 담당한다. 위탁형에서는 

사회적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단체·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행정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급

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 전반

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한다. 법인형은 완주군, 나주시 등, 위탁형은 서

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행정형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생산기반 보유 여부에 따라 

생산기반 보유형과 미보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공공급

식지원센터가 생산기반 미보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안정적 식재료 공급을 위

해 특정 산지(산지 공공급식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공공급식 기관·시설

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완주군, 전주시, 나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지역 

내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산 농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3-9  공공급식지원센터 수립·운영 형태

구분 유형 주요 사례

운영체계(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관계)
통합운영 완주군, 전주시
독립운영 나주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운영단위
광역단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단위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나주시, 완주군

운영주체
법인형 완주군, 나주시, 전주시
위탁형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행정형 세종특별자치시

시설입지(생산기반 유무)
생산기반 미보유형 서울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
생산기반 보유형 완주군, 전주시, 나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주요 공공급식지원센터 수립·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52) 서울 13개 기초자치단체는 강동구, 금천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은평구, 동

작구, 중랑구, 송파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13개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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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동구매

가. 주요 현황과 특징

지역별로 추진되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에 관한 주요 현황과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공공급식 식재료 공동구매는 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초·중·고

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그간 급식에 관한 정책적 관

심이 주로 학교급식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역별 공동구매도 주로 학교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구매는 국가 또는 지역의 정

책 기조 또는 방침으로 실시된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정부지원 어

린이집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53) 또한, 인천광역시가 

유통 비용 절감, 거래 투명성 등으로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를 추진하는 반면, 서

울특별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을 활

성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정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실시되던 공동구매를 축

소하는 추세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주관 하에 공동구매가 실시되어도, 일반적

으로 공급업체 및 물품선정 등의 일련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이

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별로 

공동구매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마포구는 급식재료공동

구매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동작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 등의 참여하에 심사를 거쳐서 급식업체를 선정한다. 

넷째, 식재료 공급의 안정성 확보, 공동구매 추진 상의 복잡함·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급업체는 선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납품한다. 예컨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동작구·마포구 등의 경우 공동구매 대

53)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매를 추진하되, 어린이집연합회, 지방 육아

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자율 참여가 원칙

이나 국공립 등 정부지원 시설은 참여를 원칙으로 함(보건복지부 201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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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선정된 식재료 공급업체는 1년 동안 식재료를 공급한다. 

다섯째,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업체가 공동구매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된

다. 예컨대, 2019년 마포구는 대기업 및 중소규모 식재료유통업체와 함께 생활협

동조합을 공급업체로 선정하였으며, 동작구는 대규모 민간 유통업체를 선정하였

다.54) 지역 연계도 공급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예컨대, 인천광

역시는 공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도 1개소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부산

광역시의 경우 지역 식자재유통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사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를 주관한다.55), 56) 

나. 추진 유형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공동구매는 추진주체별로 ① 자율 추진형 ② 

지방자치단체 주관형 ③ 교육청 주관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율 추진형은 주로 인접한 기관·시설들이 연합하여 필요에 의해 자율적

으로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유형이다. 대체로 2개 이상의 상대적으로 소수의 기관·

시설들이 자율의사에 의해 공동으로 식재료 구매 과정에 개입한다는 점을 제외하

고는 일반적인 급식 식재료 구매·공급 방식·절차에 따라서 식재료가 공급된다. 인

근 시설 간 자율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구매절차가 간단하

고, 계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공급업체 관리가 어렵고, 품질기준에 대한 

고려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57)

둘째, 지방자치단체 주관형은 지역별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여 공

동구매를 실시하는 유형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례로 인천광역시 어린

54) 마포구는 2019년 대상주식회사, 동원홈푸드,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워홈, 

에코팜유업, 에코푸드코리아, 현대그린푸드 등 8개 업체, 동작구는 아워홈, CJ프레시웨이, 푸드머

스 등 3개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함. 
55) 부산광역시는 사례는 부산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 웹페이지(http://www.bsfsbc.com: 2019. 

9. 24.), 이성호 외(2016: 25-35)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56) 부산광역시는 지역업체 30%, 중소기업 40%, 대기업 30%를 제품 수 기준으로 분배하여 식재료를 

조달함(부산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 웹페이지 참조, http://www.bsfsbc.com: 2019. 9. 24.).
57)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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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 식재료 공동구매, 기초자치단체 주관 사례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동작구

의 공동구매 사례가 있다. 

셋째, 교육청 주관형에서는 광역단위 교육청 또는 기초단위 교육지원청이 식재

료 공동구매를 주관하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상 시설·기관

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로 한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가공

품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주관하는 경우 공동구매의 체계적 추진, 식재료 

품질 제고, 공동구매의 신뢰성·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나, 공동구매를 위한 평가·심

사, 선정, 공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된다.58), 59) 

2.2.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 시스템 현황

이 절에서는 급식 식재료의 체계적·효율적 공급을 지원하기 마련된 급식 식재

료 전자조달 시스템과 수발주 시스템을 검토한다.

2.2.1. 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

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은 공공급식에서의 식재료 선정·계약 절차에 비대

면 전자계약 시스템을 결합한 방식이다.60)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계약과정에서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전자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 이외에는 일반적인 급식 식재

58)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112) 참조. 
59)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112)은 이밖에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의한 공동구매 방식은 품

질 향상과 규격 표준화, 기술·가격 평가를 통한 적격업체 선정 가능, 각종 인증서류 사전확인을 장

점으로, 구매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아 소요되며, 소규모업체 참여 어려움, 교육청 업무 증가 등을 

단점으로 지적함. 또한 자치구(센터)가 주관하는 경우 고품질과 예산절감, 구매절차 간소화, 신뢰지

속 가능, 공공성 확보를 장점으로, 참여학교가 적을 경우 사업성과가 낮으며, 품질평가·심사시간 소

요를 단점으로 지적함. 
60) 교육부는 식재료 공급 과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을 권장함(황윤재·국승용 

201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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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공급 경로·절차를 따라서 식재료가 급식기관·시설에 공급된다. 대표적인 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에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시스템’)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등이 있다. 이들 시스템의 주요 현황

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eaT시스템과 나라장터는 급식기관·시설이 시스템을 통해서 식재료 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식재료를 개별 또는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aT시스템은 주로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이용하며,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89%(2조 7천억 원)가 이용하고 있다<표 3-10>. 

나라장터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시설은 물론 기타 이용을 

희망하는 민간기관·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표 3-10  연도별 eaT시스템 이용 실적

연도 2010 2012 2014 2016 2018
계약금액(억 원) 36 8,576 18,438 26,444 26,930

등록업체수(개) 1,075 4,675 7,719 11,543 14,002

계약건수(천 건) 2 125 235 330 358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웹페이지 자료(http://www.at.or.kr/ap/bid/apko363100/view.action? 

bidld=12906: 2019. 9. 5.) 참조.

둘째, eaT시스템과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서 식재

료 선정·계약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 이외에는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급

업체 선정·계약을 실시하고, 수발주·납품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식재료 공

급 과정·절차는 통상적인 식재료 공급 과정·절차와 동일하다. 

셋째, eaT시스템과 나라장터 등은 급식 식재료 품질·안전 관리를 위해 주기적

으로 공급업체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재료 공급 

정보를 공유하여 공급업체 모니터링과 지도·단속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61) 

6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9년 1월 15일에 지역별 공급업체 관리 전담반 설치 및 공급업체 전

수점검(2년 주기), 냉장·냉동 적합시설 보유업체 입찰 참가를 위한 사전승인제도 도입, 식품 위생·

안전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함(한국경제 

웹페이지 자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156300Y: 2019. 10. 

28.). 2019년 7월부터 ‘주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여, 농산물, 수산물 등 12개 주취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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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류·현장 심사 등을 거쳐서 등록한 공급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기업형 및 일반 식재료유통법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농수축협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업체들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넷째, eaT시스템과 나라장터 모두 급식 식재료 조달 과정·절차를 지원하는 시

스템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eaT시스템이 급식 식재료 조달에 특화된 시스템인 

반면, 나라장터는 식재료를 포함한 물품, 공사, 용역 등 다양한 공공부문 조달업무

를 지원한다. 

2.2.2. 급식 식재료 수발주 프로그램

지역별 급식식재료공급지원센터들은 일반적으로 체계적·효율적 수발주를 위

해 수발주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대표적인 수발주 시스템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 ‘학교급식지원센터통합관리시스템’(SIMS)이 있다. SIMS는 학교급식지

원센터와 학교 간 수발주·계약·전상 등의 과정·절차를 전산화하여 효율성을 지원

하기 위해 개발·제공되었다. 그러나 모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동 시스템(SIMS)

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광역·기초 자치단체 급식식재료지원센터별로 별도의 수발주 프로그램을 개발·

이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 전국 89개 학교급식

지원센터 중 29개 센터에서 SIMS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각각 독립적인 수발주 프로그램, 전라북도는 시군별 별도 

프로그램, 충청남도는 도통합프로그램, 경상북도는 SIMS와 개별프로그램(미주

아이티)을 병행 이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62), 63) 통합 프로

목에 대해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사전에 취급품목에 적합한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만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함(식품저널 웹페이지 자료, http://www.foodnews.co.kr

/news/articleView.html?idxno=70587: 2019. 10. 28.;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웹페이지 자료, 

http://www.eat.co.kr: 2019. 10. 28.). 
62) 정상택 외(2018a: 70) 참조.
63) 정상택 외(2018a: 70)는 전국 조사를 통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SIMS, 미주아이티, 농협경제정

보통합S, 도농, TDL, 쉬프, 노도시스 등 다양한 수발주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별·센터별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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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등 전국적으로 이용되는 수발주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내에서 지역별·

센터별 연계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대상 사례 조사 결과, 6개 센터가 지역공통 프로그램, 3개 센

터가 센터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별도의 수발주 프로그램이 

없이 팩스 등을 통해 수발주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센터별로 운영·관리 여건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  지역공통 수발주프로그램 이용 사례: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통합시스템

○ 서울특별시는 홍보시스템, 웹쇼핑몰, 수발주시스템, 모바일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도농상생공공급식통합
시스템을 구축·이용함. 

구분 홍보시스템 웹쇼핑몰 수발주시스템 모바일시스템

사용자 시설이용자(소비자) 시설사용자(소비자)
센터사용자
(자치구산지)

전체사용자

주요
내용

공공급식 활성화 
홍보시스템

급식시설 식재료 주문 
시스템

공공급식센터 수발주 
업무시스템

모바일서비스 제공

세부
구성
항목

▪공공급식 참여신청
▪행사정보 안내
▪웹쇼핑몰 접속·이동

▪식재료·상품별 주문·구매
▪날짜별 주문/구매
▪차액지원금 관리 및 신청

▪시설별 주문내역 관리
▪납품처별 납품준비 업무
▪산지센터 및 공급처 관리
▪식재료(가격) 등록 및 관리
▪정산 관리

▪주문 및 발주 내역 조회
▪주문 변경이력 조회
▪클레임 정보 조회
▪공지사항 및 통계조회

자료: 서울특별시(2019: 164, 168) 참조.

3.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실태와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한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대한 식재료 공급은 일반적으로 공급업체 선정·계

약, 식재료 수발주·배송, 식재료 검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전반적인 식재료 

공급 과정·절차는 급식 기관·시설별로 차이가 없으나, 업체 선정 및 계약 등의 세

하고 있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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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방식은 공급 대상 기관별·시설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급

식식재료지원센터의 경우 지역별로 학교 등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대한 지역산·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공급 등을 주요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별도의 업

체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민간 공급업체와 식재료 확보, 가격 결정 등 세부적

인 식재료 공급 절차·방식에 차이가 있다. 

둘째, 민간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식재료가 산지에서 생산·공급되어 급식 

기관·시설에 조달되는 공급경로가 공공급식의 주요 식재료 공급 경로이다. 학교

의 경우 기존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주요 

식재료 경로로 자리 잡았다. 반면, 최근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함께 공공급식 기

관·시설의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수립·운

영을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어린이집·유치원,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공공급식 전반에서 주요한 급식 식재료 공급 경로로

서는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하다. 

셋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별 여건·환경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와는 우수 식재료 이용을 활성화하여 급식 품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대체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

환경,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산 이용 활성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상

호 가치 충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기존에 급식에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

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역별로 공동구매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공공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을 주요 정책 기조로 하여 공동구매를 축소하기

도 한다.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모든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없

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되고 있

지 않다. 

넷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민간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던 다수의 기관·시설을 일괄적으로 공공급식의 범주에 포함시키

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식재료 공급 주체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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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부 지역의 경우 이러한 마찰을 완화하고 지역과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

역별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일부 정해진 품목을 취급하지 않거나, 기존 식재료 

공급업체를 배송업체로 활용하고, 일정 품목은 주변 시장, 지역업체를 통해 확보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급식 식재료의 체계적·효율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 수발주 시스템 등의 지원 시스템이 개발·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의 경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학교급식을 중

심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공공급식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

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급식 식재료 수발주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별·센터별로 독립

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역별·센터

별로 예산이 투입되며, 공공급식 식재료를 지역산 식재료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실정에서 타 지역과의 연계를 추진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데는 어

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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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기관 급식 및 식재료 이용 실태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 정책·사업의 주요 

추진 대상으로 논의되는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실시 현황과 식

재료 구매 및 이용 실태를 검토한다.64) 

1. 급식기관 급식 실시 현황

1.1. 운영 방식

조사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의 97.1%가 직영급식을 실시하며, 기관 내 조리장에

서 단독으로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83.4%). 어린이집

은 다른 기관·시설과 공동으로 급식을 조리하는 사례가 조사되지 않은 반면, 유치

원의 27.4%가 직영급식이면서 공동조리를 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유치원에서 초

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65), 66)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소속 영양사의 관리를 받으며, 식단 작성, 식재

64) 공공급식기관·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는 어린이집·유치원 350개소(어린이집 175개소, 유치원 175

개소), 사회복지시설 200개소(노인대상 시설 95개소,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64개소, 장애인 대상 

시설 4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함. 
65)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마련된 공립유치원으로,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임함(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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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구매, 급식 조리 등 급식 운영·관리 전반이 초등학교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영양사, 조리사 등의 급식 인력을 독립적

으로 고용하지 않는 유치원의 비중이 45.1%로 높았으며,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78.5%가 독립적인 인력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67) 전문가 면담조사에서 

병설유치원의 경우 대체로 시설·인력의 제약 등으로 별도의 식단을 마련하지 않

고 1인당 제공량만 줄여서 초등학교와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병설유치원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기관의 독립적인 식재료 구매 결정과 재원

생의 특성을 고려한 급식 제공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복지시설도 직영급식 비중(94.1%)이 높으며, 대부분 기관 내 조리장에서 

단독으로 조리하였다(97.0%).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급식(식당

급식) 이외에 취약계층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등을 배달하는 식사지원프로그램

을 운영하기도 한다. 조사대상 중 총 11개의 사회복지시설이 도시락(2개 시설) 또

는 밑반찬(9개 시설)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이를 외부에서 조리하고 있었

다. 배달급식 실시 시설 중에서 8개(도시락 1개, 밑반찬 7개) 시설이 외부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급식 규모와 비용: 점심급식 중심

조사대상 어린이집·유치원은 모두 점심식사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어린이집의 

지식백과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6828&cid=43667&categ

oryId=43667: 2019. 10. 3.).
66) 전국 유치원 중 49.0%가 병설유치원이며(2017년 기준), 병설유치원의 94.2%가 별도의 시설·인력 

없이 급식실을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면서 공동급식을 제공함(2017년 8월 기준)(대한급식신문 웹

페이지, 2018년 4월 25일자 보도자료, “병설유치원도 별개 급식소로 인정해야” http://www.fsn

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96: 2019. 10. 12.). 
67)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의 공동조리 사례가 조사되지 않았으나,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15.4%가 독

립적인 인력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유아교육법｣(유치원)에 

근거하여, 일정 수의 인접시설(어린이집 5개, 유치원 2개)은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는 점이 

이들 시설의 독립적인 인력 확보 현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제4장 급식기관 급식 및 식재료 이용 실태 | 81

경우 저녁식사 제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16.0%)<표 4-1>. 사회복지시설은 

아동·청소년 시설을 제외하고 대체로 점심식사 제공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아동·

청소년 시설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점심식사

(54.2%)에 비해 저녁식사 제공(88.1%)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어린이집·유치

원, 사회복지시설 모두 간식을 제공하는 비중이 높았다.

점심식사 기준으로 유치원의 평균 급식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적었다<표 4-2, 4-3>. 그러나 급식단가(1인당 1회 평균)는 평균 급식인원이 가장 

적은 사회복지시설이 오히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식사 섭취량이 적은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특성

상 만 3-5세 아동 대상 시설인 유치원에 비해 급식단가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의 급식단가는 약 1,907원, 유치원은 2,704원이었다. 이밖에 조사 결과 

급식단가가 어린이집·유치원은 사립과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은 거주시설과 비거

주시설 등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공되는 식사의 양과 품

질 등이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급식단가에서 식료품비 비

중은 어린이집·유치원은 약 80%, 사회복지시설은 약 77%수준으로 유사하였다. 

 

표 4-1 식사·간식 유형별 제공 여부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식사 간식

아침 점심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350 1.1 100.0 8.6 74.9 88.3 2.9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1.7 100.0 16.0 96.0 97.1 5.1

유치원 175 0.6 100.0 1.1 53.7 79.4 0.6

사회복지
시설

전체 192 61.5 84.9 82.3 44.0 75.5 -

기관
유형

노인 95 87.4 98.9 87.4 70.5 74.7 -

아동·청소년 59 23.7 54.2 88.1 10.9 78.1 -

장애인 38 55.3 97.4 60.5 34.1 73.2 -

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관·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식당급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취약계층 식사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달되는 식사(배달급식)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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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어린이집·유치원 점심급식 규모와 비용
단위: 개, 회, 명

구분 사례 수
일주일간 
제공횟수

1회 평균 
급식인원

1인당 1회 평균 
급식 단가

급식단가 중 
식료품비 비중

전체 350 5.0 65.1 2,305.7 79.7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5.0 54.8 1,906.7 78.3

유치원 175 5.0 75.3 2,704.7 81.1

세부 
기관 
유형

어린이집
국공립 16 5.0 97.4 2,146.9 80.9

사립 159 5.0 50.5 1,882.5 78.0

유치원
국공립 93 5.0 50.1 2,878.3 81.8

사립 82 5.0 103.9 2,507.7 80.4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3 사회복지시설 점심급식 규모와 비용
단위: 개, 회, 명

구분
사례 
수

제공여부
일주일간 
제공횟수

1회 평균 
급식인원

1인당 1회 평균 
급식 단가

급식단가 중 
식료품비 비중

전체 192 84.9 6.4 37.9 3,164.5 77.0

기관
유형

노인 95 98.9 6.7 44.0 2,747.3 75.0

아동·청소년 59 54.2 6.0 23.4 4,238.1 79.4

장애인 38 97.4 5.8 34.6 3,296.0 79.9

이용자
거주여부

거주시설 119 97.5 6.7 30.1 2,872.1 76.0

비거주시설 73 64.4 5.5 57.1 3,886.4 79.5

자료: 연구진 작성.

1.3. 급식 재원

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를 공공급식의 정의·범위에서 주요 기준으로 적용

하기도 한다. 어린이집·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재원을 통해서 급식비용

을 충당하며, 비중의 차이가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원이 어느 정

도 이루어지고 있었다<표 4-4, 4-6>.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 이외

의 다른 경로를 통해 충당되는 급식 재원 비중이 높았다. 사립의 경우에도 국·공립

에 비해 학부모 부담 비중은 높은 편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교육청 등을 

통한 급식 재원 충당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용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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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담금 비중은 17-18% 내외 수준이며,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72.3%), 유

치원은 교육청(46.5%), 지방자치단체(27.3%)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특성상 무상급식이 기관·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식

당급식의 주요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복지시설 식당급식 이용자 중에서 완전 무

상급식 대상자가 76.5%였으며, 다음으로 일부 자기부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10.9%였다<표 4-5>. 특히 아동·청소년 시설의 완전 무상급식 대상자 비중이 높은 

편이었었다(98.3%). 무상급식을 제외한 식당급식 재원 중에서는 수혜자 부담금 

비중(83.9%)이 가장 높으나, 지방자치단체(7.2%), 국고 지원(6.9%)이 일부 이루

어지고 있었다.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한 식당급식의 경우 정부 지원 비중이 급식 

재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56.8%에 달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고지원이 36.3%였다. 

표 4-4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재원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학부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비영리단체 기타

전체 350 17.5 7.2 49.8 24.6 0.5 0.5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16.8 7.4 72.3 2.6 0.1 0.9

유치원 175 18.1 7.0 27.3 46.5 0.9 0.1

세부 
기관 
유형

어린이집
국공립 16 5.6 16.3 66.3 11.9 - -

사립 159 17.9 6.5 72.9 1.7 0.1 0.9

유치원
국공립 93 2.3 5.4 18.1 74.2 - -

사립 82 36.0 8.9 37.7 15.1 2.0 0.2

주: 전체 급식 재원을 100%으로 할 경우 각 재원들이 점하는 평균 비중을 설문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5 사회복지시설 무상급식 대상자 비중(식당급식)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완전 무상급식 일부 자기부담 완전 자기부담

전체 132 76.5 10.9 12.6

기관 
유형

노인 39 46.2 30.2 23.6

아동·청소년 58 98.3 - 1.7

장애인 35 74.0 7.5 18.5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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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사회복지시설 급식 재원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정부 지원 소속기관 
자체 예산

기업/단체/
개인 등 기부

수혜자 
부담국고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식당급식(무상급식 대상자 제외) 102 6.9 7.2 1.7 0.4 83.9
무상급식 대상자 식당급식 129 36.3 56.8 5.5 1.4 -

주: 전체 급식 재원을 100%으로 할 경우 각 재원들이 점하는 평균 비중을 설문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급식 비용 중 식료품비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약 30~35%가 

학부모, 수혜자 등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기타 다양한 재원에 의존하

고 있었다<표 4-7, 4-8>.68), 69) 중앙정부 지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비중

이 전체의 34.5%이며, 이밖에 학부모(34.4%), 교육청(30.6%) 순으로 비중이 높았

다.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50.0%), 중앙정부(33.3%), 유치원은 학부모(43.4%), 중

앙정부(35.7%), 교육청(31.5%)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다. 사회복지시설은 수혜자 

부담금 이외에 국고지원(28.6%), 기업/단체/개인 등 기부(20.0%) 순으로 주로 재원

으로 이용하며, 기부 의존도가 가장 높은 시설은 노인시설이었다(50.0%). 

표 4-7 어린이집·유치원 식료품비 재원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학부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비영리단체 기타

전체 350 34.4 34.5 15.2 30.6 21.7 50.0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22.5 33.3 14.8 22.2 50.0 75.0

유치원 175 43.4 35.7 16.1 31.5 19.0 -

세부 
기관 
유형

어린이집
국공립 16 - 33.3 - - - -

사립 159 23.7 33.3 16.2 33.3 50.0 75.0

유치원
국공립 93 50.0 40.0 25.0 37.8 - -

사립 82 41.5 33.3 10.5 - 50.0 -

원생
규모

100명 미만 245 28.8 30.4 18.4 35.5 10.0 66.7

100명 이상 105 41.5 50.0 7.8 13.6 100.0 33.3

주: 식료품비 재원으로 이용하는 재원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68) 어린이집의 20.0%, 유치원의 32.6%만이 식료품비와 식료품비 외 재원을 구분하는 반면, 사회복

지시설은 99.0%가 구분한다고 응답함.
69) 앞선 급식 재원에 대한 설문은 재원 유형별 급식 재원에서의 점유 비중을 조사한 반면, 식료품비 재

원은 재원 유형별로 식료품비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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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사회복지시설 식료품비 재원 현황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정부 지원 소속단체
(기관) 자체 예산

기업/단체/
개인 등 기부

수혜자 
부담국고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전체 200 28.6 10.2 14.3 20.0 31.4

기관
유형

노인 95 35.0 - 11.1 50.0 34.5

아동·청소년 64 28.6 16.0 - - -

장애인 41 22.7 6.3 25.0 33.3 17.6

이용자
거주여부

거주시설 119 27.8 5.4 12.5 20.0 34.5

비거주시설 81 29.6 13.7 15.4 20.0 16.7

주: 식료품비 재원으로 이용하는 재원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2. 급식기관 식재료 구매 및 이용 현황

2.1. 식재료 조달 방법

2.1.1. 조달 경로 및 주체

어린이집·유치원은 주로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35.3%)를 이용하며, 대기

업 식재료 공급업체(23.3%), 소매유통업체(23.0%) 이용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표 4-9>.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40.0%)와 소매유통

업체(36.1%)를 주로 이용하였고 대기업 식재료 유통업체 이용 비중은 14.7%에 

불과하였다.70), 71) 

 

70) 품목별 주요 이용 공급업체 유형 조사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함.
71)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영유아 특화 브랜드, 맞춤형 식단 개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식

품외식경제 웹페이지, 2017년 3월 13일자 보도자료, “1조700억 원 키즈 식자재 시장 경쟁 가열”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66: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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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식재료 유형별 주요 이용 공급업체 유형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

대기업 
식재료

공급업체
농수축협

소매
유통업체

직거래 생협
사회적기

업

급식
식재료 지
원센터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2,760 35.3 23.3 4.5 23.0 0.6 2.0 0.7 8.6 2.0

사회복지
시설

1,547 40.0 14.7 4.5 36.1 0.3 2.5 0.1 1.2 0.6

주 1)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주요 이용 경험을 품목별로 설문하여 합산한 결과임.

    2) 소매유통업체는 재래시장/대형마트/동네슈퍼 등, 직거래는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함.

자료: 연구진 작성.

어린이집·유치원은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시 식재료 품질(‘안정적/양질의 식재

료 품질’)(31.1%)을 가장 중시하며, 이밖에 일괄 구매(‘다양한 식재료 일괄구매

(공급)’ 14.1%), 가격(‘연중 안정적인 식재료 가격’ 15.0%, ‘상대적으로 싼 식재료 

가격’ 8.5%)을 중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식재료 품질(‘안정적/양질의 식재료 

품질’ 27.2%)과 가격(‘연중 안정적인 식재료 가격’ 23.0%, ‘상대적으로 싼 식재료 

가격’ 14.5%)을 중시하였다<표 4-10>.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가격, 일괄구매, 유치원은 품질을 중시하였다. 또한 기

관·시설 규모가 클수록 가격 안정성을 중시하여, 원생 규모가 100명 이상인 경우 

가격 안정성을 중시하는 비중(21.6%)이 100명 이하인 경우(12.2%)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시설이 노인 및 아동·청소년 

시설에 비해 식재료 품질을 더 중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시설은 오히려 식재료 

가격의 안정성(25.5%)을 품질(21.4%)보다 중시하였다. 또한 급식 운영형태별로, 

직영인 경우 식재료 품질(27.6%)과 가격 안정성(23.9%), 위탁인 경우 식재료 일

괄구매(21.2%)와 품질(18.2%)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유치원 식재료 조달 주체는 일반적으로 개별 기관·시설(77.7%)이나, 

공동조달도 18.7%에 달하였다<표 4-11>. 어린이집·유치원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은 

공동조달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1.9%), 대부분 개별 기관·시설(96.1%)이 

조달 주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개별조달 비중은 수산물

(81.9%), 가공식품(81.0%), 공동조달은 쌀(18.8%), 양곡류(18.6%)에 대해 높았으

며, 지방자치단체 지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쌀(7.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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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시 주요 고려 요인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350 15.0 8.5 31.1 14.1 7.6 3.0 2.1 9.3 1.2 1.0 3.8 0.3 2.9

기관
유형

어린이
집

175 16.2 10.7 25.9 16.6 6.7 5.1 3.0 7.8 1.3 1.7 1.5 0.0 3.4

유치원 175 13.9 6.3 36.4 11.6 8.6 0.8 1.1 10.9 1.1 0.4 6.1 0.6 2.3

사회
복지
시설

전체 200 23.0 14.5 27.2 10.3 7.2 7.8 1.3 4.3 1.3 1.7 0.3 0.2 0.8

기관
유형

노인 95 23.2 10.5 28.4 11.9 9.1 8.1 1.4 2.8 1.8 1.1 0.7 0.4 0.7

아동·
청소년

64 25.5 19.3 21.4 7.3 4.2 7.8 2.1 6.3 1.0 3.6 - - 1.6

장애인 41 18.7 16.3 33.3 11.4 7.3 7.3 - 4.9 0.8 - - - 0.0

주 1) ① 연중 안정적인 식재료 가격, ② 상대적으로 싼 식재료 가격, ③ 안정적/양질의 식재료 품질, ④ 다양한 

식재료 일괄 구매(공급), ⑤ 신속/체계적 배송, ⑥ 구매처 접근 용이성, ⑦ 발주방법(시스템) 이용 편리, 

⑧ 식재료 품질/안전 관리(저온창고/ 냉장/냉동 차량 구비/ 안전성 검사 실시 등), ⑨ 식재료 포장/처리 

등 납품 상태, ⑩ 식생활·영양 교육·상담, 식단(표) 작성, 급식 컨설팅 등 다양한 급식 지원 서비스 제공, 

⑪ 지자체(정부) 요청(권장사항) 반영, ⑫ 지자체(정부) 등의 지원 여부, ⑬ 기타

    2)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1순위 응답=2, 2순위 응답=1).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11 식재료 품목별 주요 조달 주체
단위: 개, %

구분
개별 공동 시도/시군구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전체 77.7 96.1 17.0 1.9 5.3 2.0

쌀 73.6 96.4 18.6 2.0 7.8 1.5

잡곡류 74.7 96.4 18.8 1.6 6.5 2.1

채소류 77.7 95.9 16.9 2.1 5.4 2.1

과일류 78.0 96.4 16.9 1.5 5.1 2.0

축산물 77.7 95.9 16.9 2.1 5.4 2.1

수산물 81.9 96.3 15.2 1.6 2.9 2.1

김치류 77.0 95.8 17.5 2.1 5.4 2.1

가공식품 81.0 95.9 15.3 2.1 3.7 2.1

주 1) 최근 1년간 경험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유치원 350개(어린이집 175개, 유치원 175개), 사회복지시설 

2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전체는 품목별 설문응답 결과를 합산하여 집계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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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동구매 경험과 인식

어린이집·유치원의 22.9%가 식재료 공동구매 경험이 있었으며, 주로 지방자치단

체 또는 교육(지원)청 방침으로 지역 내 기관·시설과 실시(70.0%)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표 4-12>.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식재료를 공동구매한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복지시설의 공동구매는 상대적으로 드문 사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공동구매 경험은 유치원(28.0%)이 어린이집(17.7%)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사립, 유치원은 국·공립, 원생 규모 100명 미

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공동구매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또한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인근 기관·시설과 자율적으로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비중이 높았다(41.9%). 

품목별 공동구매 경험은 전반적으로 쌀(81.3%), 채소류(81.3%)가 가장 많은 편이

었다<표 4-13>. 공동구매를 경험한 어린이집의 경우 쌀(61.3%), 잡곡류(61.3%), 

가공식품(87.1%) 이외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공동구매 경험이 90% 이상으로 높

은 수준이었으며,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공동구매가 주로 쌀(93.9%), 잡곡

류(85.7%)에 집중되며 여타의 품목에 대한 공동구매 경험은 낮은 수준이었다. 

표 4-12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경험 및 실시 유형
단위: 개, %

구분

공동구매 경험 실시 유형

사례 
수

있음 없음
사례 
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 방침으로 

지역 내 기관·시설과 실시

자율적으로 인근 기관·
시설과 연계하여 실시

전체 350 22.9 77.1 80 70.0 30.0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17.7 82.3 31 58.1 41.9

유치원 175 28.0 72.0 49 77.6 22.4

세부 
기관 
유형

어린이집
국공립 16 12.5 87.5 2 0.0 100.0

사립 159 18.2 81.8 29 62.1 37.9

유치원
국공립 93 43.0 57.0 40 92.5 7.5

사립 82 11.0 89.0 9 11.1 88.9

원생
규모

100명 미만 245 26.5 73.5 65 72.3 27.7

100명 이상 105 14.3 85.7 15 60.0 40.0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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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품목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김치류 가공식품

전체 80 81.3 76.3 81.3 76.3 73.8 57.5 71.3 60.0

기관 
유형

어린이집 31 61.3 61.3 96.8 96.8 96.8 100.0 100.0 87.1

유치원 49 93.9 85.7 71.4 63.3 59.2 30.6 53.1 42.9

주: 중복응답 결과로, 공동구매 경험이 있는 품목을 모두 선택하도록 함.

자료: 연구진 작성.

공동구매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대체로 공동구매에 대한 만족도가 높

았으며(5점 척도 기준 평균 4.00점), 공동구매 지속 의향도 높았다(3.89점). 이들 

기관·시설들은 식재료 품질 향상(39.6%), 거래 투명성 확보(19.6%)를 공동구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하였다<표 4-14>.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공동구매가 

식재료 품질을 향상하고(47.3%), 거래 투명성을 확보(29.0%)하는 구매 방법으로 

인식하였으며,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식재료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18.4%). 유치원의 경우 공동구매가 식재료 선정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어(32.7%), 공동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할 경우 관련인에 대한 인식 제고·전환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의 장점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식재료 
품질 향상

거래투명
성 확보

행정업무 
간소화

식재료 
구매 용이

식재료 
구매 비용 

절감

식재료 
낭비(폐
기) 절감

식재료 
구매시간 

절약

전체 80 39.6 19.6 15.0 15.0 9.6 - 1.3

기관 
유형

어린이집 31 47.3 29.0 14.0 9.7 0.0 - 0.0

유치원 49 34.7 13.6 15.6 18.4 15.6 - 2.0

주: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1순위 응답=2, 2순위 응답=1).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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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의 단점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식재료 선정 
자율성 저해

식재료 품질 
관리 어려움

식재료 선정 및 
학교 간 의견 조율 등 

절차 복잡함

업체 선정
 어려움

특별한
불편함이 

없음
전체 80 28.3 10.8 5.8 7.9 47.1

기관 
유형

어린이집 31 21.5 2.2 - 12.9 63.4
유치원 49 32.7 16.3 9.5 4.8 36.7

주: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1순위 응답=2, 2순위 응답=1).
자료: 연구진 작성.

2.1.3.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이용 경험과 인식

어린이집·유치원의 18.3%만이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 방침

(64.1%)으로 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표 4-16>. 반면 사회

복지시설 중 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하여, 공

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급식 영역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충분히 미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급식

식재료지원센터 이용 경험 비중은 유치원(25.1%)이 어린이집(11.4%)에 비해 높

은 편이었다. 유치원은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이용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

원)청 방침으로 실시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64.1%), 어린이집은 자율적으로 실시

하는(90.0%)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로 잡곡류(81.3%), 쌀(78.1%), 채소류(73.4%) 등을 구매하고 있었다<표 

4-17>. 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구매 비중이 높은 반면, 유치원

은 잡곡류(77.3%), 과일류(70.5%), 채소류(63.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표 4-16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이용 경험 및 이용 유형
단위: 개, %

구분

이용 경험 이용 유형

사례 수 있음 없음 사례 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
(지원)청 방침으로 실시

자율적으로 실시

전체 350 18.3 81.7 64 64.1 35.9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11.4 88.6 20 10.0 90.0

유치원 175 25.1 74.9 44 88.6 11.4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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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주요 구매 품목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김치류 가공식품 

전체 64 78.1 81.3 73.4 59.4 64.1 35.9 54.7 46.9

기관 
유형

어린이집 20 95.0 90.0 95.0 75.0 85.0 85.0 80.0 85.0

유치원 44 70.5 77.3 63.6 52.3 54.5 13.6 43.2 29.5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어린이집·유치원들은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급식식재료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 지속 의향은 높

은 편이어서(각각 3.89점), 이들 기관·시설들이 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이용하도

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

는 기관·시설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보조) 혜택(36.5%), 거래 투명성 확

보(19.8%)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표 4-18>. 유치원의 경우 급식식재료지원

센터 이용이 식재료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구매 방법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22.7%). 그러나 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매의 경우, 식재료 배송이 

신속하지 않으며(59.4%), 식재료 가격이 높다(26.6%)는 점, 특히 어린이집은 식

재료 배송(68.3%), 유치원은 식재료 가격(28.8%)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급식식재료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9>. 

표 4-18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이용의 장점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정부 및 
지자체 

지원(보조) 
혜택

거래 투명
성 확보

계약절차 
등 관련 

업무 간편
(간소화)

식재료 구
매 용이

식재료 품질
우수(향상)

식재료 
품질관리

(반품/클레임 
등) 용이

식재료 
구매시간 

절약

전체 64 36.5 19.8 16.1 15.6 10.4 1.6 -

기관 
유형

어린이집 20 48.3 31.7 15.0 - 5.0 - -

유치원 44 31.1 14.4 16.7 22.7 12.9 2.3 -

주: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1순위 응답=2, 2순위 응답=1).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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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식재료지원센터 이용의 단점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높은 식재료 

가격
불안정하고 
낮은 품질

품목이 
다양하지 않음

식재료 구매 
절차 복잡함

식재료 배송이 
신속하지 않음

특별한 
불편함이 없음

전체 64 26.6 4.7 8.3 1.0 59.4 -

기관 
유형

어린이집 20 21.7 1.7 5.0 3.3 68.3 -

유치원 44 28.8 6.1 9.8 - 55.3 -

주: 1순위와 2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1순위 응답=2, 2순위 응답=1).

자료: 연구진 작성.

2.2. 식재료 공급 절차

2.2.1. 공급업체 선정·계약72)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

하고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시설의 경우 계약을 동반한 공급업체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비중도 각각 47.9%, 70.1%에 달

하여, 일반적으로 별도의 과정·절차 없이 필요에 따라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4-20>. 계약을 통하는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은 수의계약(21.7%), 

최저가입찰(20.0%)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으며, 계약기간은 수시계약이 49.4%로 

절반 수준이고, 6개월 또는 1년 등의 비교적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32.4%를 차지했다<표 4-21>.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계약을 통하는 경우 최저가입

찰(12.7%), 수의계약(11.8%)을 주로 이용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수시계약 비중이 

72.0%로 컸으며, 1년 계약 비중도 어린이집·유치원에 비해 큰 편이었다(18.1%).

72) 품목별 조달방식, 계약기간 등 공급업체 선정·계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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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식재료 유형별 주요 조달방식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최저가입찰 제한적 최저가입찰 수의계약  계약 없이 직접구매 기타

어린이집·유치원 2,760 20.0 9.3 21.7 47.9 1.2

사회복지시설 1,547 12.7 4.9 11.8 70.1 0.5

주 1) 최근 1년간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함. 
    2) 수의계약은 기관·시설과 공급업체 간 서면계약 형태를 칭하며, 직접구매는 기관·시설이 식재료를 업체에

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3) 품목별 설문응답 결과를 합산하여 집계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21 식재료 공급업체와의 주요 계약기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수시계약 1개월 2~6개월 미만 6개월 1년

어린이집·유치원 2,760 49.4 16.8 1.4 17.5 14.9

사회복지시설 1,547 72.0 0.1 2.1 7.7 18.1

주 1) 최근 1년간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함. 
    2) 품목별 설문응답 결과를 합산하여 집계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어린이집·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공급업체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어린이집·유치원 67.7%, 사회복지시설 70.5%)<표 4-22>. 

특히 어린이집(78.3%)이 유치원(57.1%), 사회복지시설(70.5%)에 비해 이러한 경

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은 식재료 가격

(‘불안정한 식재료 가격’ 26.7%, ‘상대적으로 비싼 식재료 가격’ 14.5%)과 식재료 

품질(‘불안정/낮은 식재료 품질’ 18.9%)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공급업체를 변경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3>.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공급업체를 변경하

는 경우, 식재료 가격(‘불안정한 식재료 가격’ 31.5%, ‘상대적으로 비싼 식재료 가

격’ 18.3%)과 품질(‘불안정/낮은 식재료 품질’ 17.6%)이 주요 요인이었다. 

어린이집은 일괄 구매(‘다양한 식재료 일괄 구매(공급) 곤란’), 배송(‘신속·체계

적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음’), 발주방법(‘발주방법(시스템) 이용 불편’), 납품상태

(‘식재료 포장/처리 등 납품상태 미흡’)에 따른 업체 변경 비중이 유치원에 비해 높

았으며, 유치원은 가격(‘불안정한 식재료 가격’), 정부 요청(권장)(‘지자체(정부) 

요청(권장사항) 방법’)에 따른 변경이 상대적으로 주요 변경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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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최근 3년간 주이용 식재료 공급업체 변경 경험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어린이집·유치원
전체 350 32.3 67.7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21.7 78.3
유치원 175 42.9 57.1

사회복지시설

전체 200 29.5 70.5

기관유형
노인 95 30.5 69.5

아동·청소년 64 26.6 73.4
장애인 41 31.7 68.3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23 최근 3년간 주이용 식재료 공급업체 변경 이유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113 26.7 14.5 18.9 8.3 5.7 1.2 3.9 3.7 1.9 1.2 6.7 2.5 4.6

기관
유형

어린이집 38 23.2 14.2 20.5 11.6 10.5 2.1 6.3 3.2 4.7 2.6 0.0 1.1 0.0

유치원 75 28.5 14.7 18.1 6.7 3.2 0.8 2.7 4.0 0.5 0.5 10.1 3.2 6.9

사회복지
시설

전체 59 31.5 18.3 17.6 10.5 6.8 1.0 5.1 3.4 0.7 0.7 2.4 - 2.0

기관 
유형

노인 29 30.3 22.1 20.7 10.3 7.6 0.0 1.4 4.8 0.0 0.0 2.8 - 0.0

아동·
청소년 17 34.1 12.9 16.5 9.4 3.5 0.0 10.6 3.5 2.4 2.4 0.0 - 4.7

장애인 13 30.8 16.9 12.3 12.3 9.2 4.6 6.2 0.0 0.0 0.0 4.6 - 3.1

주 1) 최근 3년간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함. 

    2) ① 불안정한 식재료 가격, ② 상대적으로 비싼 식재료 가격, ③ 불안정/낮은 식재료 품질, ④ 다양한 식재

료 일괄 구매(공급) 곤란, ⑤ 신속/체계적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음, ⑥ 구매처 접근 어려움, ⑦ 발주방법

(시스템) 이용 불편, ⑧ 식재료 품질/안전 관리(저온창고/ 냉장/냉동 차량 구비/ 안전성 검사 실시 등) 미

흡, ⑨ 식재료 포장/처리 등 납품 상태 미흡, ⑩ 식생활·영양 교육·상담, 식단(표) 작성, 급식 컨설팅 등 다

양한 급식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⑪ 지자체(정부) 요청(권장사항) 반영, ⑫ 지자체(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⑬ 기타

    3) 1~3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1순위 응답=3, 2순위 응답=2, 3순위 응답=1).

자료: 연구진 작성.

2.2.2. 식재료 발주·배송

어린이집·유치원의 식재료 발주는 별도 발주 없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주로 1주 단위로 이루어지며(68.1%), 최종 발주는 주로 납품 전날(40.3%) 

또는 전주(43.7%)에 이루어지고 있었다<표 4-24, 4-25>. 사회복지시설도 어린이

집·유치원과 유사하게 별도의 발주과정 없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재료 발주가 주로 1주 단위로 이루어지며(73.0%), 최종 발주는 주로 납품 전날

(50.6%) 또는 전주(34.8%)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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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식재료 납품 주요 이용 업체당 1주일 평균 발주기간(단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1주 단위 2주 단위 1개월 단위 기타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238 68.1 6.3 18.9 6.7

기관
유형

어린이집 96 74.0 5.2 11.5 9.4

유치원 142 64.1 7.0 23.9 4.9

사회복지
시설

전체 89 73.0 12.4 4.5 10.1

기관
유형

노인 49 79.6 4.1 2.0 14.3

아동·청소년 22 54.5 36.4 4.5 4.5

장애인 18 77.8 5.6 11.1 5.6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25 식재료 납품 주요 최종 발주시기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전날 전주 2주전 전월 기타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238 40.3 43.7 5.9 5.9 4.2

기관
유형

어린이집 96 38.5 53.1 0.0 2.1 6.3

유치원 142 41.5 37.3 9.9 8.5 2.8

사회복지
시설

전체 89 50.6 34.8 1.1 3.4 10.1

기관
유형

노인 49 51.0 30.6 2.0 2.0 14.3

아동·청소년 22 40.9 54.5 0.0 0.0 4.5

장애인 18 61.1 22.2 0.0 11.1 5.6

자료: 연구진 작성.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1.9개 공급업체로부터 식재료 

배송을 받았으며, 사회복지시설 경우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1.5개 납품업체로부

터 식재료 배송을 받고 있었다<표 4-26>. 어린이집·유치원의 공급업체 당 배송 횟

수는 1주일 평균 2회(44.5%) 또는 5회(매일, 30.3%) 정도였다<표 4-27>. 3-4개 업체

부터 7개 이상까지 다수의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17.2%에 달하였다. 반면 사회복

지시설은 공급업체 당 배송 횟수는 1주일 평균 2회(32.6%) 또는 1회(29.2%) 정도로 

어린이집·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체당 배송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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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식재료 납품 공급업체 수(지난 일주일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1~2개 3~4개 5~6개 7개 이상 평균(개)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350 82.9 12.6 1.7 2.9 1.9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86.9 12.0 0.6 0.6 1.6

유치원 175 78.9 13.1 2.9 5.1 2.2

사회복지
시설

전체 200 88.5 10.0 1.0 0.5 1.5

기관
유형

노인 95 84.2 14.7 1.1 0.0 1.6

아동·청소년 64 93.8 4.7 1.6 0.0 1.5

장애인 41 90.2 7.3 0.0 2.4 1.5

주: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점에서 지난 일주일간 이용 식재료 공급업체 수를 설문하여 정리함.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27 식재료 납품 주요 이용 업체당 1주일 평균 배송횟수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238 13.0 44.5 7.1 5.0 30.3

기관
유형

어린이집 96 18.8 61.5 6.3 2.1 11.5

유치원 142 9.2 33.1 7.7 7.0 43.0

사회복지시설

전체 89 29.2 32.6 7.9 16.9 9.0

기관
유형

노인 49 26.5 24.5 8.2 24.5 12.2

아동·청소년 22 22.7 63.6 4.5 4.5 4.5

장애인 18 44.4 16.7 11.1 11.1 5.6

자료: 연구진 작성.

식재료 배송은 어린이집은 오전 7~8시(52.1%), 유치원은 오전 6~7시(34.5%)에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아서, 유치원의 식재료 배송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른 것으

로 나타났다<표 4-28>.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오전 6~7시 사이에 식재료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40.4%),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의 배송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시설과 장애인 시설이 오전 6~7시(각각 46.9%, 44.4%)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상대적으로 점심식사보다는 

저녁식사 제공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아동·청소년 시설의 경우 오전 8~9시

(50.0%)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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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식재료 공급업체의 주된 배송 시간대(배송지 도착시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오전 6시 이전 오전 6시~7시 오전 7시~8시 오전 8시~9시 기타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238 2.5 30.3 39.9 26.5 0.8

기관
유형

어린이집 96 4.2 24.0 52.1 18.8 1.0

유치원 142 1.4 34.5 31.7 31.7 0.7

사회복지
시설

전체 89 16.9 40.4 18.0 19.1 5.6

기관
유형

노인 49 18.4 46.9 20.4 10.2 4.1

아동·청소년 22 9.1 22.7 13.6 50.0 4.5

장애인 18 22.2 44.4 16.7 5.6 11.1

자료: 연구진 작성.

2.3. 식재료 이용 및 관리

2.3.1. 식재료 이용 일반

어린이집·유치원은 품목별로 축산물(20.9%), 채소류(16.3%), 쌀(14.4%), 사회

복지시설은 축산물(18.3%), 쌀(17.1%), 채소류(15.2%) 순으로 지출 비중이 큰 편

이었다<표 4-29>.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은 대체로 품목별로 국내산 식

재료를 이용하고 있었다<표 4-30>.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내산을 이용한다고 응

답한 급식 기관·시설의 비중이 9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쇠고기, 가공식

품, 수산물의 경우 공통적으로 국내산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

설의 비중이 다른 품목들에 비해 높지 않았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채소류, 과일류, 쌀, 잡곡류 등의 품목을 친환경, 지역산으

로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품목별 친환경 이용 어린이집·유치원의 

비중이 채소류(48.6%), 과일류(41.4%), 쌀(33.7%), 잡곡류(31.4%), 지역산은 채

소류(41.0%), 과일류(36.3%), 쌀(35.6%), 잡곡류(31.4%) 순으로 높은 편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은 친환경 식재료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산 이용은 어린이집·유치원과 유사하게 채소류(41.1%), 쌀(38.3%), 

과일류(32.3%), 잡곡류(32.1%)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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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식재료 유형별 지출 비중(월평균)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쌀 잡곡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수산물 김치류 가공식품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350 14.4 6.0 16.3 12.8 20.0 12.3 6.6 11.7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14.6 6.3 15.4 13.1 20.9 12.9 6.4 10.5

유치원 175 14.3 5.6 17.2 12.6 19.1 11.6 6.7 12.9

사회복지
시설

전체 200 17.1 7.3 15.2 11.4 18.3 11.1 8.2 11.4

기관
유형

노인 95 17.4 7.5 15.3 10.7 18.0 11.6 8.8 10.6

아동·청소년 64 18.1 7.7 15.0 11.5 18.1 9.7 7.8 12.3

장애인 41 15.0 6.2 15.1 12.9 19.4 12.0 7.6 11.9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30 어린이집·유치원 품목별 친환경/국내산/지역산 식재료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친환경 식재료 국내산 식재료 지역산 식재료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쌀 33.7 8.0 97.1 98.0 35.6 38.3

잡곡류 31.4 5.5 95.4 95.0 31.4 32.1

채소류 48.6 14.5 98.3 95.0 41.0 41.1

과일류 41.4 10.0 99.1 96.0 36.3 32.3

축산물

쇠고기 9.7 3.5 96.3 85.5 16.9 15.8

돼지고기 8.6 2.0 97.7 94.0 19.6 17.0

닭고기 15.4 3.5 98.0 94.0 18.7 16.0

계란 28.6 10.0 98.0 93.5 23.3 20.9

수산물 2.3 - 94.6 83.0 13.3 13.3

김치류 7.7 3.5 90.9 90.5 21.4 18.2

가공식품 5.4 0.5 93.7 85.0 15.9 11.8

주: 유치원·어린이집 350개(어린이집 175개, 유치원 175개), 사회복지시설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연구진 작성.

어린이집·유치원은 식재료 결정 시 품질/신선도(80.9%), 위생·안전성(59.4%), 

영양(50.9%)을 가장 중시하며,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가격(37.1%), 유치원은 영

양(54.9%), 위생/안전성(64.0%)을 중시하였다<표 4-31>. 사회복지시설은 식재료 

결정 시 품질/신선도(24.3%), 가격(20.4%), 맛(18.3%)을 가장 중시했다. 노인시설

은 상대적으로 가격(22.5%)을 아동·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시설은 품질/신선도(각

각 26.9%, 25.4%)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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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식재료 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가격 맛 영양
품질/
신선도

위생/
안전성

이용 
편의성

납품
(포장)
단위

인증
여부

생산
지역/
원산지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350 10.0 12.1 16.3 29.1 19.5 2.9 1.3 5.4 3.5

기관유
형

어린이집 175 12.1 12.2 15.7 28.6 17.6 3.1 2.1 4.9 3.8

유치원 175 7.9 11.9 17.0 29.6 21.4 2.7 0.5 5.8 3.2

사회복지
시설

전체 200 20.4 18.3 17.4 24.3 11.5 2.7 0.7 1.7 3.0

기관
유형

노인 95 22.5 19.4 14.7 22.1 15.4 2.7 0.2 1.3 1.7

아동·
청소년

64 17.5 16.9 20.9 26.9 6.3 3.1 1.3 1.9 5.3

장애인 41 20.0 18.0 18.0 25.4 10.7 2.0 1.0 2.4 2.4

주 1) 이용 편의성은 손질 상태, 전처리여부 등, 인증여부는 GAP, 친환경 HACCP 등을 포함함.

    2) 1~3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1순위 응답=3, 2순위 응답=2, 3순위 응답=1).

자료: 연구진 작성.

2.3.2. 친환경·지역산 식재료 이용 현황과 인식73)

가. 친환경 식재료 

어린이집·유치원 의 60.0%가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이

용 비중(64.6%)이 어린이집(5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24.0%만이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시설의 친

환경 식재료 이용 비중(34.4%)이 노인시설(15.8%)과 장애인시설(26.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친환경 식재료

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며, 품목이 다양

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2>. 

어린이집·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이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가

격, 품목 다양성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이밖에 품질도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다

<표 4-33>. 어린이집·유치원(‘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 28.0%, ‘가격이 불안정함’ 

19.6%)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가격(‘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 

32.5%, ‘가격이 불안정함’ 18.3%)으로 인해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는 경향

73)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는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설문 응답자가 구매 

식재료의 친환경 여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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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는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가격을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라고 제시한 비중이 높았다. 

표 4-32 친환경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개, %, 점

구분

이용 여부 만족도(5점 척도)

사례 수
이용하지 

않음
이용하고 

있음
사례 수

위생/
안전성

신선도 품질
가격
(단가)

품목 
다양성

안정적 
공급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350 40.0 60.0 210 4.07 4.22 4.18 3.62 3.76 3.90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44.6 55.4 97 4.04 4.25 4.18 3.65 3.79 4.01

유치원 175 35.4 64.6 113 4.10 4.19 4.18 3.59 3.73 3.81

사회
복지
시설

전체 200 76.0 24.0 48 4.19 4.38 4.15 3.69 3.94 4.13

기관
유형

노인 95 84.2 15.8 15 4.20 4.27 4.00 3.47 3.67 4.00

아동·청소년 64 65.6 34.4 22 4.23 4.50 4.27 3.68 4.00 4.14

장애인 41 73.2 26.8 11 4.09 4.27 4.09 4.00 4.18 4.27

주: 1~3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1순위 응답=3, 2순위 응답=2, 3순위 응답=1).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33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 수
가격이 

불안정함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음

품목이 
다양하지 

않음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위생/
안전을 

신뢰할 수 
없음

친환경 
인증을 

신뢰하기 
어려움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찾기 

어려움

친환경 
식재료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140 19.6 28.0 12.1 14.9 8.4 3.1 10.0 2.1 1.7

기관
유형

어린이집 78 20.8 30.5 12.6 14.4 5.4 3.1 10.0 2.3 1.0

유치원 62 18.1 24.8 11.6 15.5 12.3 3.2 10.0 1.9 2.6

사회
복지
시설

전체 152 18.3 32.5 12.5 16.3 6.1 2.4 8.8 2.1 1.1

기관
유형

노인 80 17.5 29.3 12.5 18.3 6.0 3.0 9.8 2.0 1.8

아동·
청소년

42 18.1 36.2 12.9 16.7 5.2 0.5 7.6 2.9 0.0

장애인 30 20.7 36.0 12.0 10.7 7.3 3.3 8.0 1.3 0.7

자료: 연구진 작성.

어린이집·유치원의 60.5%가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표 4-34>. 지원은 주로 현금지원(70.9%)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현금지원이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8%였다<표 4-35>. 어린이집의 경우 식료

품비에서 현금지원 비중이 평균 5.6%에 불과한 반면, 유치원은 14.9%(국공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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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 15.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친환경 식재료에 관한 지원 수준과 지원 방법

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한 편(각각 3.69점, 3.76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36>. 

표 4-34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방법
단위: 개, %

구분

지원 여부 지원 방법

사례 수
지원을 받고 

있음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사례 수

현금지원을 
받고 있음

현물과 현금
지원 모두 
받고 있음

현물지원을 
받고 있음

전체 210 60.5 39.5 127 70.9 5.5 23.6

기관
유형

어린이집 97 52.6 47.4 51 80.4 3.9 15.7

유치원 113 67.3 32.7 76 64.5 6.6 28.9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35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현금지원이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5% 미만
5% 이상 ~ 
10% 미만

10% 이상
평균 
(%)

전체 97 35.1 24.7 40.2 10.8

기관
유형

어린이집 43 46.5 39.5 14.0 5.6

유치원 54 25.9 13.0 61.1 14.9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36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수준 만족도와 지원 방법 적절성
단위: 개, 점

구분 사례 수 만족도 방법의 적절성

전체 127 3.69 3.76

기관
유형

어린이집 51 3.67 3.65

유치원 76 3.70 3.84

자료: 연구진 작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조사대상의 22.9%만이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7>.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시

설 11곳은 주로 현금지원(63.6%)을 받고 있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시

설이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을 받는 비중(36.4%)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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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6.7%)이 가장 낮았다.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

한 사회복지시설 11곳이 평가한 지원 수준과 지원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모두 평

균 4.00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표 4-37 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방법
단위: 개, %

구분

지원 여부 지원 방법

사례 수
지원을 받고 

있음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사례 수

현금지원을 
받고 있음

현물과 현금
지원 모두 
받고 있음

현물지원을 
받고 있음

전체 48 22.9 77.1 11 63.6 - 36.4

기관
유형

노인 15 6.7 93.3 1 100.0 - 0.0

아동·청소년 22 36.4 63.6 8 75.0 - 25.0

장애인 11 18.2 81.8 2 0.0 - 100.0

자료: 연구진 작성.

나. 지역산 식재료

어린이집·유치원의 47.7%가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이용 

비중(44.6%)이 어린이집(44.6%)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표 4-38>.74) 전반적으로 

이용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품질(4.38점), 신선도(4.37점), 위생/안전성(4.37

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로 가격과 품

목 다양성을 이유로 제시한 데 비해, 지역산 식재료의 경우 공급의 안정성, 가격, 

품목 다양성 등을 주요 이유를 제시하였다.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19.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18.7%), ‘가격이 불안

정함’(18.6%), ‘품목이 다양하지 않음’(18.1%) 등의 순이었다<표 4-39>.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0.5%가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친환경 식재

료 이용이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지역산 식재료 이용 비

중은 노인시설과 장애인 시설의 이용이 각각 53.7%로 아동·청소년 시설(43.8%)

7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 사용 의무 조항의 유무와 상관없이 조사되었으며, 급식지원센터 이용이 전

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분석값을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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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높았다. 전반적으로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신선도(4.4점), 

품질(4.3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24.8%), ‘가격이 불안정

함’(21.2%), ‘품목이 다양하지 않음’(19.6%) 등을 제시하였다. 

표 4-38 지역산 식재료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단위: 개, %, 점

구분

이용 여부 만족도(5점 척도)

사례 수
이용하지 

않음
이용하고 

있음
사례 수

위생/
안전성

신선도 품질
가격
(단가)

품목 
다양성

안정적 
공급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350 52.3 47.7 167 4.15 4.37 4.38 4.08 3.98 4.13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55.4 44.6 78 4.09 4.37 4.40 4.08 3.97 4.15

유치원 175 49.1 50.9 89 4.20 4.37 4.36 4.09 3.98 4.10

사회
복지
시설

전체 200 49.5 50.5 101 4.04 4.38 4.31 4.03 4.04 4.16

기관
유형

노인 95 46.3 53.7 51 3.98 4.35 4.37 4.02 4.04 4.24

아동·청소년 64 56.3 43.8 28 3.96 4.32 4.25 4.07 3.89 3.89

장애인 41 46.3 53.7 22 4.27 4.50 4.23 4.00 4.23 4.32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39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 수 가격이 
불안정함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쌈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음

품목이 
다양하지 

않음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위생/
안전을 

신뢰할 수 
없음

지역산 
인증을 

신뢰하기 
어려움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찾기 

어려움

지역산 
식재료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함

기타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183 18.6 18.7 11.3 18.1 19.0 2.6 6.6 2.8 1.2 1.1

기관
유형

어린이집 97 16.9 19.8 10.3 20.4 19.6 4.3 6.0 2.1 0.6 0.0

유치원 86 20.5 17.4 12.3 15.6 18.4 0.7 7.2 3.7 1.9 2.3

사회
복지
시설

전체 99 21.2 24.8 11.3 19.6 11.7 1.6 5.3 2.8 1.6 -

기관
유형

노인 44 21.4 22.7 12.3 15.0 12.3 2.3 9.1 3.2 1.8 -

아동·청소년 36 19.4 29.4 5.6 25.6 14.4 0.0 3.3 1.7 0.6 -

장애인 19 24.2 21.1 20.0 18.9 5.3 3.2 0.0 4.2 3.2 -

주: 1-3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1순위 응답=3, 2순위 응답=2, 3순위 응답=1).

자료: 연구진 작성.

 

어린이집·유치원의 26.9%가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지원은 주로 현물지원(42.2%) 또는 현금지원(42.2%)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현금지원이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0%로 나타났다<표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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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유치원에서 현금지원이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5.6%)이 어린이집

(1.4%)에 비해 훨씬 높았다. 지역산 식재료에 관한 지원 수준과 지원 방법에 대해

서는 대체로 적절한 편(각각 3.71점, 3.73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4-41>.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유치원보다 적은 15.8%만이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사회복지시설 16곳 중에서 68.8%가 

주로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시설이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을 받는 비중(25.0%)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시설

(11.8%)이 가장 낮았다.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

회복지시설 16곳이 평가한 지원 수준과 지원 방법 대한 만족도는 모두 평균 3.44

점이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0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방법
단위: 개, %, 점

구분

지원 여부 지원 방법

사례 수 지원을 
받고 있음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사례 수 현금지원을 

받고 있음

현물과 현금
지원 모두 
받고 있음

현물지원을 
받고 있음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167 26.9 73.1 45 42.2 - 57.8

기관
유형

어린이집 78 28.2 71.8 22 22.7 - 77.3

유치원 89 25.8 74.2 23 60.9 - 39.1

사회
복지
시설

전체 101 15.8 84.2 16 31.3 - 68.8

기관
유형

노인 51 11.8 88.2 6 33.3 - 66.7

아동·청소년 28 25.0 75.0 7 42.9 - 57.1

장애인 22 13.6 86.4 3 0.0 - 100.0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41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지원 수준 만족도와 지원 방법 적절성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 수 만족도(5점 척도) 방법의 적절성(5점 척도)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127 3.71 3.73

기관
유형

어린이집 51 3.86 3.86

유치원 76 3.57 3.61

사회
복지
시설

전체 16 3.44 3.44

기관
유형

노인 6 3.33 3.33

아동·청소년 7 3.43 3.43

장애인 3 3.67 3.67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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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어린이집·유치원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현금지원의 식료품비 점유 비중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5% 미만 5% 이상 ~ 10% 미만 10% 이상 평균(%)

전체 167 52.6 15.8 31.6 17.0

기관
유형

어린이집 78 100.0 - - 1.4

유치원 89 35.7 21.4 42.9 22.6

주: 사회복지시설은 현금지원을 받는 비중이 전체 사례 수 16개 중 31.3%에 불과하여 별도로 현금지원의 식료

품비 점유 비중을 집계하지 않음. 

자료: 연구진 작성.

다. 친환경·지역산 이용 행태 분석75)

분석 결과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급식 재원에서 학부모 재원 비중이 높을수

록 친환경 식재료 비중이 높아지고,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 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오히

려 친환경 식재료 비중이 낮아지고,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감소하였

다.76) 반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급식 재원이 친환경 또는 지역산 식재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린이집·유치원과는 대조적이었다. 수혜자 부담 비중이 높을수록 

친환경 또는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감소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친환경·지역산 식재료 이용에 있어서 학부

모의 기대·요구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학부모 재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친환경·

지역산 등 식재료 이용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반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

자 부담 비중이 높을 경우 한정된 급식재원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친환경 

또는 지역산 식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급식지

원이 동반되지 않고는 친환경 또는 지역산 식재료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5) 어린이집·유치원은 친환경 식재료는 친환경 식재료 이용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여 OLS 모형, 지역

산 식재료는 지역산 식재료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프로빗 모형, 사회복지시설은 친환경과 지

역산 식재료 모두 이용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함. 구체적인 분석 결

과는 부록 2에 제시함.
76) 유형별 재원 비중은 전체를 100%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비중을 계산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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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친환경·지역산 지원 방법 평가

친환경 또는 지역산 식재료 이용에 있어서 어린이집·유치원은 현물과 현금 동

시 지원 방법(67.4%)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현물과 현금 동시 

지원 방법(65.0%)을 선호하였다<표 4-43>.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

시설 모두 현물지원을 현금지원보다 선호하였다. 

표 4-43 친환경 또는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방식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 수 현물지원 현금지원 현물과 현금 
동시지원 기타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350 22.3 10.0 67.4 0.3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21.7 8.6 69.7 0.0

유치원 175 22.9 11.4 65.1 0.6

사회
복지
시설

전체 200 30.0 5.0 65.0 -

기관
유형

노인 95 27.4 8.4 64.2 -

아동·청소년 64 42.2 3.1 54.7 -

장애인 41 17.1 0.0 82.9 -

자료: 연구진 작성.

2.3.3. 식재료 품질·안전 관리

어린이집·유치원은 식재료 및 급식의 품질·위생관리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이 

제공한 규정을 주로 활용하며(49.4%), 기관 자체 규정은 28.9% 정도가 활용하고 

있었다<표 4-44>. 사회복지시설은 품질·위생관리를 위해 특별히 활용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39.0%), 어린이집·유치원에 비해 품

질·위생관리에 중점을 두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은 기

관 자체 규정을 활용하는 경우는 34.5%, 정부·지자체 등이 제공한 규정을 주로 활

용하고 있는 경우는 2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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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4 식재료 및 급식 품질·위생 관리를 위한 적용 규정(기준, 지침) 보유 여부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 
수

기관 자체 규정
(기준,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

정부/지자체 등
제공 규정

(기준, 지침)을 활용

특별히 활용하고 있는 
규정(기준, 지침)이 

없음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350 28.9 49.4 21.7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25.7 48.6 25.7

유치원 175 32.0 50.3 17.7

사회
복지
시설

전체 200 34.5 26.5 39.0

기관
유형

노인 95 46.3 21.1 32.6

아동·청소년 64 25.0 34.4 40.6

장애인 41 22.0 26.8 51.2

자료: 연구진 작성.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은 식재료 구매 시 다양한 품질 기준을 적용하

고 있었다. 이들 기관·시설은 대체로 식재료 원산지를 가장 중요시하며, 다음으로 

등급, 인증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어린이집·유치원은 원산지를 식재료 구

매 시 품질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응답이 품목별로 85% 이상이었으며, 등급을 품

질 기준으로 적용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비중은 쇠고기는 90% 내외, 쌀은 

83~86% 정도였다<표 4-45>. 친환경, GAP 등 인증은 전반적으로 유치원이 어린

이집보다 식재료 구매 시 품질 기준으로 적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사회복

지시설은 원산지를 품질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응답이 품목별로 79.5% 이상이었

다<표 4-46>. 등급을 품질 기준으로 적용하는 비중은 쇠고기에 대해서 76.0%, 쌀

은 68% 정도로 어린이집·유치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증이 품질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계란(30.5%)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은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과 중량, 포장상태, 외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4-47>. 

특히 어린이집·유치원은 필수적으로 표시사항과 중량, 포장상태, 외관 등을 확인하

고 있었다. 이밖에 어린이집·유치원은 원산지 확인(98.9%), 식재료 배송차량 청결

상태 및 온도 유지 여부 확인(93.7%) 순, 사회복지시설은 원산지 확인(97.0%), 식재

료 공급업체 냉장(냉동) 보관 시설 구비 확인(90.0%) 순으로 주로 실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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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5 어린이집·유치원 식재료 구매 시 품목별 적용 품질 기준
단위: %

구분
원산지 등급 인증 기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쌀 100.0 99.4 83.4 86.9 42.3 62.3

잡곡류 97.1 98.9 74.9 69.1 38.3 46.3

채소류 98.9 98.3 68.0 66.9 49.7 59.4

과일류 97.7 98.3 68.0 73.1 41.7 57.1

축산물

쇠고기 98.3 97.7 89.7 91.4 41.7 60.0 83.4(품종) 83.4(품종)

돼지고기 97.1 96.0 80.0 72.0 44.0 53.1

닭고기 98.9 97.1 73.1 65.1 45.1 59.4

계란 98.9 98.3 68.0 65.1 57.7 65.7

수산물 93.1 95.4 54.3 56.0 6.9 1.1

김치류 90.3 85.1 25.7 41.1

가공식품 89.7 96.6 46.3 53.7 95.4(표시사항) 94.3(표시사항)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46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구매 시 품목별 적용 품질 기준
단위: %

구분 원산지 등급 인증

쌀 100.0 68.0 15.5

잡곡류 97.0 56.0 12.5

채소류 94.5 55.0 17.0

과일류 93.5 58.5 14.5

 축산물

쇠고기 88.0 76.0 22.0

돼지고기 95.5 63.5 19.0

닭고기 93.5 46.5 20.0

계란 95.5 56.5 30.5

수산물 79.5 44.5 2.0

김치류 91.0 25.0

가공식품 84.5 25.0

자료: 연구진 작성.

표 4-47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천 사항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 수

냉장(냉동) 
식재료 배송
차량 이용
여부 확인

공급업체 
안전성 검사 
실시 여부 

확인

인증 식재료
 인증서

(여부) 확인

식재료 
취급직원 
건강진단 

결과서 확인

공급업체 
냉장(냉동) 
보관 시설
 구비 확인

식재료 배송
차량 청결상태
및 온도 유지 
여부 확인

원산지 
확인

유통기한 등 
표시 사항 

확인

중량, 포장
상태, 외관 
등 확인

어린이집
·

유치원

전체 350 92.6 92.9 93.7 86.3 93.1 93.7 98.9 100.0 100.0

기관
유형

어린이집 175 86.9 88.0 89.1 84.0 90.3 89.1 100.0 100.0 100.0

유치원 175 98.3 97.7 98.3 88.6 96.0 98.3 97.7 100.0 100.0

사회
복지
시설

전체 200 83.0 77.5 79.0 74.5 90.0 88.5 97.0 99.0 98.5

기관
유형

노인 95 93.7 88.4 86.3 83.2 95.8 94.7 98.9 100.0 100.0

아동·청소년 64 76.6 67.2 73.4 67.2 81.3 78.1 96.9 98.4 96.9

장애인 41 68.3 68.3 70.7 65.9 90.2 90.2 92.7 97.6 97.6

주: 제시된 항목별로 실천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집계한 비중임. 

자료: 연구진 작성.



제4장 급식기관 급식 및 식재료 이용 실태 | 109

3. 요약 및 시사점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공공급식 

및 식재료 이용 실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며, 기관·시설 

내에서 단독으로 급식을 조리하고 있다. 그러나 병설유치원의 비중이 높은 유치

원의 경우 공동조리 비중이 27.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들 시설의 경우 

소속 초등학교와 급식이 연계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식재료 공급처, 구매 품목 및 

규모 등의 결정 권한이 제한적이며, 향후 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 개선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례가 제한적이

지만 배달급식의 경우 위탁으로 외부 조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직영으로 시설 내 

단독조리 비중이 높은 식당급식과는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급식 제공 및 이용 현황은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식

재료 공급 체계도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평균적으로 유치원이 

평균 급식 인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순이었다(점심식

사 기준). 급식단가는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높고, 어린이집이 가장 낮았다. 또한 사

회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시설의 급식단가가 가장 낮으며, 아동·청소년 시설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유치원이 주로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 대기업 식재료 공급

업체, 소매유통업체를 이용하는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중소규모 식재료 공급업체

와 소매유통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등 식재료 조달 방법도 차이가 있었다. 

셋째, 공공급식 개념 정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 특히 급식 지원이 

핵심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은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설립주체가 민간

인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종종 공공급식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사립 시설도 급식에 정

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 급식 지원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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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할 경우 공공급식 영역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책·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급식식재료지원센터, 공동구매 등은 기존의 학교급식은 물론 공공급식에

서 주로 식재료 공급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식재료 공급 경로·방법이다. 

그러나 공동구매 또는 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유치

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비중이 높지는 않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

한 경험이 거의 없어,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는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공동구매 또는 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이용한 기관·시설의 만족도와 이용 지

속 의향은 높은 편이라는 점은 향후 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긍정적이다. 다만 식재

료 선정 자율성, 식재료 배송 및 가격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은 이들 기관·시설을 

정책적으로 유인하는 데 있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어린이집·유치원과 사회복지시설의 국내산 식재료 이용 수준은 높은 

반면, 친환경은 및 지역산 식재료 이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어린이집·유

치원의 친환경 식재료 이용 수준이 60.0%인 데 비해 사회복지시설은 24.0%에 불

과하며, 지역산 식재료 이용 수준은 48~50% 정도이다. 품목 다양성, 가격, 공급 안

정성 등이 친환경 및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되어, 친

환경 및 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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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공공급식과 
식재료 공급 실태

이 장에서는 국내산 및 지역산 농식품을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 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의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 관련 정책 실태와 주요 현황 및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한다. 미국은 농식품 공공조달 정책과 식품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산 및 

지역산 농식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내용과 지역 추진 사례를 살펴

보며, 영국은 중앙정부 농식품 공공조달 정책과 주요 정책 수단, 핀란드는 공공급

식과 식재료 공급 관련 정책 현황과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 미국 현황과 사례

1.1. 정책 동향

미국 정부는 공공부문에 국내산 및 지역산 농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농식품 

산업은 물론 지역푸드시스템을 육성하여 농업과 산업 전반, 경제, 환경 및 건강·영

양 등 다방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국내산 및 지역산 농

식품 이용 활성화와 지역푸드시스템 육성을 주요 농식품 정책 기조로 하고, 이를 

농식품 공공조달제도와 다양한 식품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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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공공조달에서 자국산을 우대하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앙 및 지방 정부는 공공영역 급식 및 식품지원프로그

램에 지역산 농식품 공급을 장려하거나, 식품지원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식품 구매 

시 지역산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 기조를 실현하고

자 하고 있다. 예컨대,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학

교 대상 식품지원프로그램인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은 연방정부 규정에 따른 자국산 우선 구매 제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수혜기관인 학교가 지역산 구매를 선호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노인영양프로그램(Senior Nutrition Program)과 여성·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an, Infant and 

Children: WIC)의 경우 지원대상 수혜자들의 지역 파머스 마켓 이용을 장려한다. 

1.2. 정책 추진 체계와 주요 내용

1.2.1. 관련 조직과 법령

미국에서 농식품 조달을 포함한 연방정부 조달은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FAR)”,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1994)”, “경쟁계약법(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 1984)” 등에 근거하여 이루

어진다. 연방정부 공공조달에서 자국산 우선 구매 원칙은 “바이아메리칸법(Buy 

American Act)”, “바이아메리카법(Buy America Act)”, “베리수정안(Berry Amendment)” 

등을 근거로 하며, 특히 “바이아메리칸법”과 “베리수정안”은 공공부문 농식품 조

달에서 자국산 우선 구매의 근거 법령으로 적용된다<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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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공공부문 조달에 관한 법령

법령 주요 내용

베리수정안
(Berry Amendment)

음식, 의류 등 특정제품 조달시 국방부의 외국산 제품 구매 제한

바이아메리칸법
(Buy American Act)

국내에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조달의 경우 미국산 원자재·제조물품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

바이아메리카법
(Buy America Act)

연방정부 재정의 경기부양책 시행 시 공공사업에 미국산 제품(미국산 철강재, 제조
품 등) 사용 규정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83423&cid=42093&categoryId

=42093: 2019. 10. 2.),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intertexnet/20102697602: 2019. 

10. 2.; https://blog.naver.com/kiepblog/221321542050: 2019. 10. 2.), 한국무역협회 FTA무역

종합지원센터(http://okfta.kita.net/mobile/news.do?method=viewReferData&idx=34320: 2019. 

10. 2.)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은 연방정부의 조달 체계 속에서 조달에 관한 법령을 근거

로 필요로 하는 물품·서비스 등을 개별기관의 책임과 권한 하에서 조달한다. 이는 

농식품 조달에도 적용되며, 연방정부기관들은 기관 자체 또는 운영 프로그램에서 

소요되는 농식품을 개별 기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연방정부 법령을 근거로 공급한

다.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농식품 조달이 연방정부 조달 규정·절차에 근

거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정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경우

에도 연방정부 예산이 지원되면,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농식품을 조달하여야 한

다. 주정부는 연방정부 기금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규정, 주정부 자체 

프로그램은 주정부 규정에 근거하여 농식품 조달에 관한 사항을 관리·운영한다. 

USDA와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는 연방정부 농식품 조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USDA는 농식품 공급이 동반되는 다양한 식품지원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써, 자체적인 농식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농식

품 조달 이외에도 농식품 공급이 동반되는 식품지원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농식품

을 연방정부 규정·절차에 기초하여 조달한다. DoD는 자체적인 농식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국내외 주둔 군부대에 농식품을 공급하며, 기관의 공급망을 활용하여 

USDA의 주요 식품지원프로그램인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FVP)의 일환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농식품을 전국적으로 분산·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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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주요 추진 내용

가. USDA 미국산우선구매제도(Buy American, 바이아메리칸) 적용

USDA 학교영양프로그램(School Nutrition Programs: SNPs)들은 “바이아메리

칸법”에 근거하여 “학교급식법(National School Lunch Act)”에 규정된 국내산 우

선 구매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77) 지역 학교급식위원회(School Food Authority: 

SFA)는 미국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 미국 경제, 농업인과 소규모·지역 농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 자국산 구매 우선 조항을 적용하여 농식품을 구매하

여야 한다. 자국산 구매 우선 조항에 따라 구매되는 미가공 농식품은 국내산이어

야 하며, 가공식품인 경우 중량(부피)의 51% 이상이 국내산 원재료로 구성된 국내 

농식품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이어야 한다. 

USDA는 학교영양프로그램에서 국내산 농식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SFA

가 국내산 농식품 이용 메뉴를 개발하고, 미국산 구매 규정과 지리적 선호 조건을 

입찰·계약 과정에 포함시키며, 계약업체를 모니터링하고, 공급자에게 미국산 구

매규정 준수 여부 증명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USDA 농산물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은 가격정보 제공 시

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별 농식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영양프로

그램에서 국내산·지역산 우선 구매를 지원한다. 

나. USDA 농식품분배프로그램 

USDA는 ① 농식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② DoD 공급망을 이용한 공급 ③ 

USDA 구매 농식품을 지역에서 가공한 후, 이를 공급하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주

로 지원 대상 기관·시설 및 가구에 농식품을 지원한다. 

77) SNPs에 포함된 대표적인 식품지원프로그램에는 학교아침급식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 

SBP), 학교점심급식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방과후간식프로그램

(After School Snack Program: ASSP),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resh Fruit and Vegetable 

Program: FFVP), 특별우유급식프로그램(Special Milk Program: SMP) 등이 있음.



제5장 해외 주요국 공공급식과 식재료 공급 실태 | 117

첫째, USDA는 학교점심급식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을 

포함한 연방정부 식품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접 국내산 농식품을 구매하여 

지원 대상 기관·시설 및 가구에 공급한다. 농식품 구매에 관한 업무·절차는 USDA 

AMS가 담당한다. AMS의 공급업체 선정·계약은 웹기반 공급체인 관리시스템

(Web-Based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WBSCM)을 통해 이루어지며, 

WBSCM을 통해 선정된 공급업체를 통해 연간 300여 개 품목 이상의 국내산 제품

을 구매하여 식품지원프로그램에 공급한다. 

둘째, USDA는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FFVP)을 운영하면서 DoD 공급망을 활

용하여 신선 과일·채소를 프로그램 참여 학교에 공급한다. FFVP는 저소득 취약계

층 어린이의 건강·영양을 지원하고, 국내·지역 농산물 생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공급되는 신선 과일·채소는 취약계층뿐만 아

니라 프로그램 참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FFVP에 참여하는 지역 

SFA는 USDA 재정 지원을 활용하여 DoD 주문시스템(Fresh Fruit and Vegetable 

Ordering and Receipting System: FFAVORS)을 통해 필요로 하는 농식품을 발주

하며, 발주 물량은 DoD 공급망을 통해 참여 학교에 공급된다. FFVP를 통해 공급

되는 신선 과일·채소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른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의 적용대상

이다. 그러나 지역산 우선 구매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참여 학교가 지역산 

과일·채소 구매를 선호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셋째, USDA는 국가가공시범프로그램(National Processing Pilot Program)을 

운영하여, 주정부 담당기관이 민간 식품가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USDA 식

품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급받은 농식품을 원료로 가공하여 학교점심급식프

로그램 및 기타 아동영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USDA는 국가가공식품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 지역·수요자의 요구와 수요에 부

합하는 다양한 가공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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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 추진 사례78)

미국은 지역별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공공영역에서의 지역산 농식품 

구매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산 농식품 이용 확대, 중소규모·가족농 지원,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산 농식품 구매

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책적 움직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일반적으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법령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표 5-2>. 현

재 37개 주정부가 지역산 농식품 구매에 관한 사항을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역산 농식품 구매 활성화는 ① 지역산 농식품 목표 구

매 비율을 설정하거나 ② 지역산 이외의 농식품 가격 대비 지역산 농식품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비싸지 않은 경우 지역산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다. 또한 ③ 지역산 농식품을 구매하는 기관에게 지역산 제품 구매를 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밖에 법적인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으나 ④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산 이용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표 5-2  공공영역 지역산 농식품 구매 지역별 추진 방식과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사례
지역산 농식품 

목표 구매 비율 설정
구매 농식품을 특정 비율 이
상으로 지역산 구매

∙일리노이는 법령을 통해 2009년에 지역산 농식품을 
2020년까지 최소 20%이상 구매하는 목표 수립

의무 비율 가격 설정 
(mandated percent 
price preference)

지역산 농식품 가격이 지역
산 이외의 제품 가격의 일정 
비율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지역산 농식품 구매 

∙알래스카 주는 주정부 자금을 받는 주정부 기관이나 
학교구가 지역산 제품이 지역산 외 제품보다 7%이
상 비싸지 않고, 품질이 동일한 경우 지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법령에 규정∙매사추세츠주는 지역산 제품(가공식품과 수산물도 
포함)의 가격이 지역 외 제품보다 10%이상 비싸지 
않을 경우 지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법령에 규정

재량적 지리적 
선호 지정 

재량적 지리적 선호 법령을 
이용 주정부 기관이 지역산 
제품에 대해 지역산 이외 제
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
하도록 기관 재량권 규정

∙몬태나주는 지역산 농식품(로컬푸드)조달법령을 통
해 주정부기관·시설(주정부기관, 학교, 교정시설, 대
학, 병원 등 포함)이 지역(주)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통
상적인 조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업인과 기타 생산
자들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한 재
량권 부여

지역산 구매 지원 결의
지역산 구매를 강제하지는 
않으며, 결의안을 통해 주
정부 기관의 참여 독려

∙2010년에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농업센터(Center 
for Environmental Farming System: CEFS)와 
협력기관들은 농식품비용투입의 10%를 지역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10% 캠페인” 추진 

자료: PolicyLink(2015: 6-7)를 참조하여 정리함. 

78) PolicyLink(2015)를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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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주요국 현황과 사례

2.1. 유럽연합 농식품 공공조달 원칙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들의 공공조달은 EU 공공조달 시장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 EU 역내 법령의 틀 속에서 국가별 법령·규정을 근거로 이루어

진다.79) 회원국들은 EU 공공조달에 관한 3개 지침(2014/24/EU, 2014/25/EU, 

2014/23/EU 등)의 내용을 국가별 법령·규정에 담아서 공공조달을 실시한다.80) 농

식품 공공조달의 경우에도 이러한 EU 공공조달에 관한 틀 속에서 EU 회원국의 

국가별 법령·규정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또한 2000년대 이후 환경·지속가능한 생

산·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EU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는 지속가능한 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GPP, 녹색공공조달)의 개념을 공

공조달 원칙에 적용하고 있으며, 회원국들도 이를 국가별 조달 과정·절차에 적용

하고 있다. 식품 및 급식서비스의 경우 EU의 녹색공공조달의 개념을 반영한 공공

조달 원칙은 유기농, 제철식품, 동물복지, 공정거래, 기타 환경 및 지속가능성 등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79) EU는 회원국 간 차별을 두지 않고, 투명·경쟁적 방법으로, 회원국 간 장벽을 제거하고 시장을 개방

한다는 원칙 하에서 공공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80) EU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 체계는 3개 지침(“2014/24/EU”, “2014/25/EU”, “2014/23/EU” 

등)으로 구성됨. “2014/24/EU”은 공공조달 전반, “2014/25/EU”는 물·에너지·운송·우편서비

스주체에 의한 공공조달, “2014/23/EU”는 양허계약에서의 평가기준에 대한 규정임. EU 회원국

들은 이들 3개 지침의 원칙과 내용을 개별국가 법령으로 전환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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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국

2.2.1. 정책 동향81)

영국은 2000년대 이후로 환경, 지속가능성, 지역 등을 고려한 농식품 조달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는 2003년에 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EU의 식품 조달원칙을 

반영하여 ‘공공부문식품조달계획(Public Sector Food Procurement Initiative: 

PSFPI)’을 마련하였으며, 농식품 조달·구매에 적용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에 대한 기준(Criteria for defining sustainable food)’을 제시하였다.82) 2007년에는 

소규모·지역 생산자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PSFPI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를 기점으로 정부 정책에서 비용 

절감과 투입 대비 성과가 중시되면서, 기존에 지속가능성, 지역 등과 관련된 다양

한 가치에 중점을 두던 영국 공공부문 농식품 공공조달정책은 비용과 다양한 가치 

간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2012년에는 ‘조달방침(Procurement 

Pledge)’을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단순하고 능률적인 조달 절차를 소규모 사

업자 등 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와 원칙들은 2014년 

Defra의 ‘농식품공공조달계획(Plan for Public Procurement: Food and Catering)’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밖에 조달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면서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이 2006년에 ‘식품조달가이드(Guide to Smarter Food Procurement)’를 통

해서 농식품 공공조달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83)

81) Bradley & Pike(2017)를 참조하여 정리함. 
82) 주요 6개 기준은 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조달 ② 접근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식품(예컨대, 적정한 가격의 지역사회 문화를 반영한 식품) 조달·배

송 ③ 제철의 근거리 식품 구입으로 지역경제 지원 ④ 지속가능한 농업, 높은 환경 기준 및 에너지 소

비 감소 지원 ⑤ 동물복지, 자연 및 생물다양성 증진 ⑥ 국내외적으로 공정거래관행 및 윤리적 고용

의 결과물 보증 등임(Bradley & Pike 2017: 9-10).
83) 식품조달가이드에서 제시한 공공식품조달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6개 중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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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책 추진 체계와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령과 조직

영국 국가단위 공공조달은 EU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의 틀 속에서, 국가 “공

공계약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을 근거로 실시된다. 공공계약규

정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계약절차를 규정한다. 

Defra를 비롯한 식품표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 보건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DfE), 조달청(Crown Commercial Service: CCS) 등의 정부 부처·기관이 직간접적

으로 농식품 공공조달에 관한 사항에 관여한다.84) 특히 Defra는 농식품 정책의 주

관부처로서 농식품 공공조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주관한다. 

Defra는 DHSC, DfE 등 타 부처 관리 시설인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의 식품기준 

개발에 참여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국가 농식품 공공조달정책의 

방향을 국가 전반에 적용한다. 

나. 주요 추진 내용: PSFPI와 농식품공공조달계획 중심

■ PSFPI

PSFPI은 영국 정부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식품 전략을 반영하면서 2003년 농

업·농식품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과 지역사회 건강 개선에 기여하

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Defra에 의해 수립되었다.85) PSFPI는 공공부문이 지속가

① 동일 또는 우수 품질 식품에 대한 가격 인하 ② 비용 투명성 개선, 위탁급식업체(contract ca-

terers) 비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 ③ 조달비용 절감 및 구매력 증대를 위한 수요 병합

(aggregating demand) ④ 급식업체 전문성 향상 및 외부 전문성 활용 개선 ⑤ 환경 영향·비용 감

소를 위한 급식업체 운영 관리 ⑥ 급식과 이에 따른 수입 증가 등임(Bradley & Pike 2017: 11).
84) FSA는 식품위생·안전, DHSC는 국민건강·복지, DfE는 아동·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관부처이며, 

DHSC와 DfE는 각각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에서 제공되는 급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 CCS는 조달

에 관한 정책·업무를 담당하며, 중앙부처들은 CCS를 통해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함. 
85) National Nutrition Surveillance Centre(200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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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 또는 지역 업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식품

을 구입하고 급식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도록 장려한다. 

PSFPI의 이행을 장려하고 감독하기 위해 정부 부처 조달 및 관련 정책 담당자

와 지방정부 대표가 포함된 중앙-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조직이 마련되었다. 또한 

Defra는 중앙정부 총괄이행조직으로 중앙정부 부처로 구성된 농식품조달이행그

룹(Food Procurement Implementation Group: FPIG)을 마련하였다.86) FPIG에 참

여하는 중앙정부 부처들은 지속가능한 농식품 조달을 위한 실행계획과 함께 정부 

공공조달 참여자를 위한 온라인 지침, 교육 패키지 등을 마련하였으며, 이밖에 국

가 및 지역 단위 컨퍼런스·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87)

PSFPI는 2007년에 ① 소규모·지역생산자 입찰 증가 ② 공공부문 식품구매자들

과의 거래를 위한 참여업체 능력 제고 ③ 공급망 전반, 특히 수요 측면에서의 통합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88)

■ 농식품공공조달계획89)

Defra는 2014년 농식품공공조달계획을 수립하여 ① 자국산 농식품 이용을 촉

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실천을 촉진하고 ② 금융위기 이후의 정부 재

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들과 비용을 균형적으로 고

려하여 공공부문에서 농식품 조달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

다. 또한 농식품공공조달계획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수단들을 마련

하여 제공하였다. Defra는 ① 공공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구매 기준(Government 

Buying Standards for Food and Catering Services: GBSF)과 ② 이러한 기준을 비

용과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조달 과정에서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를 마련하였다. 또한 ③ 이해관계자들이 조달 

86) National Nutrition Surveillance Centre(2009: 8) 참조.
87) 영국 Sustain 웹페이지 자료(https://www.sustainweb.org: 2019. 10. 10.) 참조.
88) Bradley & Pike(2017: 10)를 참조하여 정리함. 
89) Bonfield(2014), 영국 토양협회 웹페이지(https://www.soilassociation.org: 2019. 9. 14.) 

등을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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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보다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식품조달포털(procurement 

portal)을 구축하였다. 

첫째, GBSF는 공공부문 농식품 조달에 적용되는 기본 구매기준으로, 영양·지

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직접 구매 또는 계약을 통한 정부 농식품 조달에서 고

려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한다<표 5-3>. GBSF는 구매기준을 생산·가공·유통, 영

양, 자원 효율성, 사회경제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필수적으로 적용

해야 하는 기준(최소의무기준)과 권장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들 기준은 조달과정

에서 계약 명세 또는 계약 이행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GBSF는 국내산 식품의 

구매 의무를 기준을 통해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매 식품이 영국 

국가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생산 기준을 따르고, 제철산물이어야 한다는 기준 등

을 제시함으로써 자국산 식품 구매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GBSF는 식

품 구매 시 중소기업을 고려하여 구매 과정·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의무기준과 권

장기준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소규모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균형성과표는 GBSF를 시각화하여 비용을 고려하면서 공공부문 농식품 

구매에서 생산, 건강·복지, 자원 효율성, 사회경제, 품질 등 5개 부문별로 최소 기

준을 충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그림 5-1>.90) 균형성과표는 

공공부문 계약·조달 과정에서 EU조약, WTO원칙 등을 준수하면서 객관적이고 

적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농식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91) 

셋째, Defra는 2014년에 영국조달청(CCS)과의 협력을 통해 식품조달포털을 마

련하였다.92) 식품조달포털은 공공부문 농식품 조달이 GBSF기준에 따라 이루어

지고, 이해관계자들이 균형성과표를 이용하여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업체가 정부 조달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90)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2014: 2) 참조.
91)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2014: 7) 참조.
92) 영국 Love British Food 웹페이지 자료(http://www.lovebritishfood.co.uk: 2019. 10. 17.)를 

참조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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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의무기준 권장기준

생산·가공·
유통

1. 생산기준

25. 환경 생산 기준

2. 농식품(신선·냉장·냉동)이력추적

3. 진품(authenticity)

4. 육류·유제품 원산지

동물복지
5. 동물복지

6. 계란

환경

7. 높은 수준의 환경 생산 기준

8. 야자유

9. 어류

다양성·계절성 10. 제철산물

영양

11. 염분 감소 26. 스낵

12. 과일·채소 소비 증가 27. 제과류

13. 포화지방 감소 28. 가당음료

14. 곡류 29. 식단분석

15. 어류 30. 칼로리 및 알레르기 표시

자원효율성

16. 물 31. 환경관리시스템

32. 포장 폐기물17. 매립쓰레기
33. 음식물쓰레기18. 음식물쓰레기
34. 에너지효율성19. 에너지관리
35. 폐기물 최소화20. 급식설비
36. 급식 설비

21. 종이제품 37. 종이제품

사회경제

22. 공정무역 38. 공정무역
23. 중소기업 고려(기회 제공, 입찰정보 제공) 

39. 중소기업 고려24. 평등·다양성

표 5-3  정부식품구매기준(GBSF) 주요 내용

자료: Public Health England(2017: 4-13)를 참조하여 정리함. 

그림 5-1  균형성과표 주요 내용

주: *는 정부구매기준에 포함된 항목임.

자료: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2014: 3), 황윤재 외(2019: 262)를 참조하여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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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핀란드

2.3.1. 공공급식 현황과 정책 

핀란드 전체 인구의 삼분의 일 정도가 학교, 병원, 유아보육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급식 서비스를 이용하며, 공공급식 서비스 

비용 중 9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충당된다. 핀란드 공공급식이 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당함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공공급식 농식품 조

달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 구매와 유기농·지역 농산물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정

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93), 94) 

핀란드 정부는 지역 농식품 이용 증대를 위한 정부 로컬푸드 프로그램(Local 

Food Program)에서 지역 농식품 이용 증대가 지역 내 고용과 생계수단을 제공하

고 세수를 증가시키며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인 역할·기능

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95) 로컬푸드 프로그램은 지역산 농식품 발전을 

위한 생산, 유통, 판매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공공 조달 영역에서 지역산 

농식품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96) 주요 세부 목표로 지

역 농산물 다양성 확보와 생산량 및 부가가치 증대,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소규모 

식품·가공 판매 기회 창출, 조달기술과 품질기준 개선을 통해 공공 조달 영역에서 

지역산 식품 비중 증가, 지역 식품 부문 관련자들의 긴밀한 협력 도모 등을 포함한

다. 2020년까지 이러한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대

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다.97), 98) 

93) Finnish Government(2010; 2011)를 참조하여 작성함.
94) 핀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식품을 이용하고, 유기농 생산과 소비 비

중이 전체 경작지의 20%, 공공급식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목표 20/20/20(Goal 20/20/20)을 

수립함(MAF 2014: 15).
95) 핀란드 농림부 웹페이지(https://mmm.fi/en/local-food: 2019. 10. 17.)를 참조하여 정리함.
96) VNK(2014)를 참조하여 작성함.
97) 농림부, 교육문화부, 보건복지부, 고용경제부, 외교부, 재정부, 환경부 등이 포함됨. 
98) Finnish Government(2010)를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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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유기 농식품 발전 프로그램(Development Program for the Organic Product 

Sector)에서도 2020년까지의 유기농 생산과 소비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99) 구체적으로 ① 원활한 공공 조달 

절차를 통해 제철 유기농 식품 활용을 증진하고 ② 이력추적, 신선도, 영양 등 다양

한 가치를 고려한 식재료 조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조달법령을 명확히 하며 

③ 식품 유통과정에서 중소기업 간 협력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지역산 및 유기 농식품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의 운영에

도 불구하고, 지역산 및 유기 농식품 이용의 증진을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면서, 지

역산·유기농 농식품 이용을 증대하기 위해 메뉴 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추

진하였다. 특히 공공급식 시설이 지역산·유기농 농식품을 사용하면서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품목을 바꾸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적정량을 조리

하는 등 비용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지역산·유기농 식품의 이용을 확대하

는 방안을 고려하였다.100) 

이에 따라 2002년에 핀란드 식품안전처(Finnish Food Safety Authority; 

Elintarviketuravallisuusvirasto: Evira)와 유기농급식센터(Finnish Organic Catering 

Center, EkoCentria)에 의해 급식시설의 유기 농식품 이용을 자발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인 ‘Steps to Organic Program’이 시작되었다

<그림 5-2>.101), 102) ‘Steps to Organic Program’은 6단계로 구성되어 급식시설에

서 단계적으로 유기 식재료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다.103) 6단계에 도달한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유기 식재료의 이용 규모·정도에 따

99) Risku-Norja·Løes(2017: 5)를 참조하여 작성함.
100)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육류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싼 식재료 대신 제철 채소와 과일을 사용하고, 

식단에서 채소의 비중을 늘리거나 남겨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포함됨. 
101) 핀란드 식품당국 웹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함(https://www.ruokavirasto.fi/en/about-us/

what-is-the-finnish-food-authority: 2019. 10.17.).
102) 핀란드 에코센트리아 웹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함(http://www.ekocentria.fi/eng: 2019.10.17.).
103) 유기 식재료 이용 기회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경우 이외에, 1단계에서는 최소 1개 유기 식재

료를 이용해야 하며, 2단계는 최소 2개, 3단계는 최소 4개, 4단계 최소 8개, 5단계 최소 2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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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가지 유형의 인증(Organic stars)을 부여한다. 또한 동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웹

페이지를 구축·운영하면서 참여하는 급식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기농 생산에 

관한 정보와 함께 급식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유기 식재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급식시설 간에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훈련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핀란드 농림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었으나, 2015년

부터는 참여 급식시설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

국 22,642개 급식시설(8,733개의 공공급식시설 포함) 중 약 8%가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으며, 공공 급식시설의 경우 전체의 20%가 참여하고 있다.104)

그림 5-2 ‘Steps to Organic’ 훈련 프로그램 웹페이지

자료: 핀란드 Luomua ravintola 웹페이지(http://www.luomuravintola.fi/page/2: 2019. 10. 17.). 

유기 식재료를 이용해야 함. 최종적으로 6단계에서는 유기 식재료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식재료의 상당부분을 유기 식재료로 이용해야 함(Shalkovskaya 2015: 12; 핀

란드 Luomua ravintola 웹페이지 자료, http://www.luomuravintola.fi: 2019. 10. 20.). 
104) Risku & Løes(2017: 6)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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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지역 사례105)

키우루베시(Kiuruvesi)지역은 인구 약 8,000명의 농촌 지역으로, 공공급식 식

재료 조달에 있어 지역산 및 유기 농식품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지역 농산물 생

산자와 식품관련 업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부터 공

공급식에서 지역산·유기 농식품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생산자가 공공

급식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특히 지역산·유기 농식품 이용 증진을 위해 ① 공동부엌(central kitchen, 센트럴 키

친) 운영 ② 전처리 제품 이용과 지역 원재료 제품 이용 확대 ③ 지역 생산자를 고

려한 조달 절차를 추진하였다. 

첫째, 2010년 지역 학교급식과 사회·보건 분야 급식을 위한 공동부엌을 마련하

였으며, 2014년에 공동부엌을 통한 지역산과 유기 식재료 구매 비중이 각각 43%, 

23%에 달하였다. 둘째, 원물 형태의 지역산·유기 식재료 이용에 따른 위생 문제, 

조리시간 추가 소요와 작업 부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처리 제품을 이용

하고, 조리법과 메뉴 및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셋째, 입찰 공고 전 급식 책임

자와 지역 공급업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입찰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자

세히 제공함으로써 지역업체에게 입찰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고,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켜주고 있다. 

3. 요약 및 시사점

미국, 영국, 핀란드 등 해외 주요국의 공공부문 농식품 공급 관련한 주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우선 , 해외 주요국의 공공부문 농식품 공급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

공조달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은 연방정부 조달 및 공공조달에서 자국산 

105) Risku(2015; 2016)를 주로 참고하여 번역 및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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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매에 관한 법령, 유럽연합은 EU 역내 법령의 틀 속에서 개별국의 법령·규

정을 근거로 농식품 공공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해외 주요국의 공공부문 농식품 공급(조달)은 유기농·지역산 이용, 국내 

및 지역, 중소업체와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추진된다. 미국은 자국산 중심주의를 

반영한 국내산 우선 구매 원칙을 반영하면서 식품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방

정부에서는 지역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지원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적용하

는 경우 또한 관련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법령을 근거로 지역산 이용을 촉진하고

자 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농식품 공공조달에서 국내산·지역산 공급 원칙을 반영

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공공급식을 통한 유기 식재료 이용 확대를 주요한 정책 목

표로 하고 있다. 

셋째, 영국,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공공조달 원칙에 근거하여 역내 

국가 간 차별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지역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철산물(신선한 제품) 이용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자국산·지역산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유기농·국내산·지역산, 지역업체 이용을 가

격·공급에 대한 직접적 관리·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 지원·활성화

하고자 한다. 영국은 식품구매 시 고려사항들을 시각화한 균형성과표를 마련하여 

식품 구매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핀란드는 유기농·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리법·메뉴·제품개발, 조리과정 개선 등을 지원하며, 급식

시설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부엌(central kitchen)이 유기농 식재료의 일괄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섯째, 미국의 농식품공공조달제도 및 식품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한 국내산·지

역산 농식품 이용 촉진은 USDA의 농식품 직접 구매·지원 DoD 공급망을 이용한 

신선과일채소프로그램 지원, USDA 구매 농식품을 원료로 이용한 국가가공식품

시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USDA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농식품 구매를 웹기반 체인관리시스템(WBSCM)과 DoD주문시스템(FFAVORS)

을 통해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내산·지역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정보 제

공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역별 농식품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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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과제

이 장에서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

해 체계적·차별적 전략 수립과 식재료 효율적 공급과 품질 제고 지원, 자발적 실천 

기반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들을 검토한다. 

1. 추진 방향

1.1. 공공급식에 대한 균형적 관점 견지

최근 지역 푸드플랜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 방침 속에서, 정부의 공공

급식에 관한 정책이 지역푸드시스템에 기반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공공급식의 경

제적·산업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지역 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업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 증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농업 및 산업·경제에 대한 긍정적 정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급식은 산업·경제 이외에도 국민 건강·영양 등 식생활에서 갖는 중

요성이 크다. 국민의 상당수가 공공급식 기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통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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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의 적정 건강·영양 수준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공공급식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급식이 농업 및 농식품 산업, 경제는 물론 건강·영양 등 다방면에서 중요성

을 지니며, 식재료가 생산되어 급식을 통해 소비되기까지 생산, 공급, 소비 단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부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

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공급식의 다양한 역할·효과와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고려가 필요하다. 

1.2. 차별적 필요와 중장기 수요 변화를 고려한 정책 접근

공공급식 영역에는 교육, 복지, 보건, 국가·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공공행정 등 

국가·사회적으로 다양한 공공·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시설들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시설은 급식 여건·환경과 급식 제공 대상·규모 및 특성이 기관별·시설

별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

재료 공급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관별·시설별 차별성을 반영한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구조도 급속히 변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기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유치원, 학교급식 

등 어린이·청소년 대상 시설 급식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보

건 수요 확대로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의 노인 대상 급식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지방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이 증가하

는 등 공공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

기적 관점에서 공공급식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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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계·협력을 통한 효과적 정책 추진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관련한 정책·사업은 국가 단위에서 다수의 중앙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며, 공공영역 급식기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도 기관별·시설별로 상이하다. 지역 단위에서도 공공급식에 관한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 공공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 기관·시설 등 생

산-공급-소비 단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결부된다. 

최근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과 관련되어 공공급식을 통해 국민 먹거리 보장, 지

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 등 경제, 사회, 환경, 지역사회

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

다.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한 정책·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

진하고 소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기타 생산, 공급, 이용·소비 단계에 결부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다.

2. 개선과제

2.1. 체계적·차별적 전략 수립

2.1.1. 중장기 공공급식 수요를 반영한 전략 

최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사업들이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급식에서 벗어나서 정책 영역 확장을 도모하면서 추진되

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여전히 학교급식이 중심이거나, 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어린이 대상 시설이나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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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대상 연령
연평균 변화율

연령대 관련 주요 공공 급식 기관·시설
2018~2030 2030~2045

전체 0.05 -0.27 의료시설
0-5세 -1.57 -2.45 어린이집
3-5세 -2.44 -2.78 유치원
6-17세 -2.35 -2.30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아동 대상 시설
18-32세 -2.31 -2.51 군부대
22-60세 -0.98 -1.75 정부 및 공공기관
60세 이상 4.37 1.70 노인 대상 시설(노인복지·의료시설 등)

주: 급식 기관 및 시설의 다양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변화만을 고려하여 전망한 것임. 

자료: 통계청 웹페이지(http://kostat.go.kr: 2019. 9. 5.)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에서 작성함.

표 6-1  주요 연령대별 급식 인구 변화 전망: 2018~2045

상되며, 특히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영유아·학령기 인구 감소,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 인구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어, 기관별·시설별 급식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대상 연령대(0-5세)의 경우 2018~2030년

에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1.57%로 예상되며, 2030~2045년에는 –2.45%로 감소

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 대상 연령대(3-5세)의 경우에도 각각 –2.44%, 

-2.78%로 전망된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노인 대상 시설의 주요 이용 

계층인 60세 이상의 경우 2018~2030년에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4.37%, 2030~ 

2045년에는 1.70%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6-1  연령대별 인구 구조 변화 비교: 2018~2045

[인구 구조 변화] [인구규모 변화]

<2018> <2045> ← 감소 증가 →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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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를 고려할 경우,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

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관련 정책이 지속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인구 규모·구조 변화를 감안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정

책 지원도 이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인구 구조·규모 변화와 함께, 대

상 기관·시설별 급식 인구 예측을 바탕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국가 중

장기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급식 중심의 식재료 공급 정책은 학교급

식 규모가 저출산으로 인해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여타의 공공급식 기

관·시설과 연계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급식 규모(1일 1식 식료품비 기준) 추정 

결과,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급식 규모가 2030년 1일 1식 기준으로 12,497백만 

원으로 2018년의 75% 수준으로 감소하고, 2045년에는 다시 8,815백만 원으로 감

소하여 2018년의 53%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6-2>. 

그림 6-2  주요 공공급식 기관·시설 급식 규모 전망: 2018~2045(1일 1식 식료품비 기준)

단위: 백만 원

자료: 연구진 작성.

공공급식 정책 초기에는 정책의 안착과 안정적 추진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정책 추진의 당위성이 높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의 양적 확대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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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진적으로 식재료 공급 대상 급식기관·시설의 범위·유형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는 노인복지·의료시설 등 노인대상 시설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중장기 지역별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나주시, 완주군 등 

대부분의 지역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러나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지역의 경우, 식재료 공급을 규모화하

기 위해 기초단위별 독립적인 공급체계 구축보다는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한 인접

시군 연합 공급 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의 경우 중장기

적으로 학교급식과 기타 공공급식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

며, 이밖에 지역 식품지원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식재료 공급도 통합하여 식재

료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

적·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산지물류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지원은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산지유통센터, 농산물종합

유통센터 등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방안을 고려하고,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정책·사업 전반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식재료 물류에 관한 업무는 지

역 내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2. 급식기관·시설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사업은 공공급식 실시 기관·시설과 이들 

기관·시설의 급식 특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정책 대상·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

다. 정책·사업 대상과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정책적 당위성, 공급 가능성, 투입 비

용과 기타 기관별·시설별 급식 관련 특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정부 지원 여부, 대상 계층 유형(취약계층 여

부), 식재료 공급 가능 일수(연중 공급 가능 여부), 사회적 요구, 시설(급식) 규모, 

식재료·식단 특수성, 기관·시설 입지 보편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표 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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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공공급식 정책 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주요 기준과 적용

구분
정부지원
(급식)

대상계층
(취약계층)

연중공급 
가능여부

식재료
식단 보편성

시설입지
보편성

시설(급식)
상대적 규모

사회적 
요구

교육

어린이집 ○ ○ ○ ○ ○ 작음 ○

유치원 ○ ○ × ○ ○ 작음 ○

초·중·
고등학교

○ △ × ○ ○
매우 작음

~큼
○

복지 사회복지시설 ○ ○ ○ △ ○ 작음~큼 ○
보건 의료시설 △ ○ ○ × ○ 매우 큼 ×
안녕·

질서유지
군부대

교정시설
○ × ○ ○ ×

작음
~매우 큼

×

공공행정
정부·

공공기관
× × ○ ○ ○ 큼 ×

주: 공공급식 정책 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주요 기준에 따른 시설·기관별 평가는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설문조사, 기존 문헌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자료: 연구진 작성.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은 대체로 제시된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 따

라서 이들 기관·시설을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선 공급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다수의 소규모 시설이 지

역 내 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배송 비용 부담이 크며,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유

형별로 급식 관련한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

지시설의 경우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세분화·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대체로 제시된 기준들을 충족한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방학 기간에는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재료 연중 공급이 어려운 시설이

다.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을 추진한다면, 어린이집·사회복지시

설 등 식재료의 연중 공급이 가능한 시설과 같이 병행하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

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전체 유치원의 절반 정도를 점하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소

속 초등학교와 독립적으로 식재료 구매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공공급식 식재

료 공급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기타 정부·공공기관, 군부대·교정시설, 의료시설 등은 제시된 대상 선정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들 기관·시설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사

106) 전문가 면담조사, 협의회,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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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입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별 여건·특성 등을 감안하여 식재료 공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예컨대 경기도·강원도 등은 군부대가 다수 입지한 접경지역으로 정부

에서는 군부대 식재료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지역별로 농업과 연계한 별

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107)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시설과 제공 급식의 특수성도 고

려해야 한다. 의료시설은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식과 환자식을 제공하는 등 제공 

식단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민간 의료시설 등의 경우 의료보험 이외에 정부 지원

의 범위가 모호하여, 지역 내 의료시설을 식재료 공급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국공

립병원, 일반식 중심, 일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2. 식재료 효율적 공급과 품질 제고 지원

2.2.1.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가. 공공급식식재료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급식식재료지원센터는 급식 식재료 발주·공급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해 수발주 시스템을 도입·이용하며, 현재 지역별·센터별로 다양한 수발

주 시스템이 개발·적용되고 있다. 향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할 경우, 지역별·센터별 독립적인 시스템 개발·적용에 따른 예산 낭비·

중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표준시스템 개발·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준 시스템의 개발·적용 과정에서 기능, 체계, 운영 

측면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7) 경기도의 경우 2019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접경지역 군납지원사업을 시작함. 기존에 도매시장 등

을 통해서 식재료를 확보하여 군부대에 납품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군납농협이 접경지역 시·군 지

정품목을 우선 납품하도록 개선하면서, 지역 내 친환경 농가들이 군 급식 식재료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한국농정신문 웹페이지, 2019년 7월 14일자 보도자료, “경기도, 군급식 친환

경 첫 수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075: 2019.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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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급식식재료지원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표준 시스템은 식재

료 수발주 기능은 물론 식재료 구입·유통·재고, 계약·정산, 인증·이력 등 식재료 품

질·안전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형태로 개발될 필요

가 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면담조사에서 공공급식식재료관리운영시스템 도입

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센터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발

주를 비롯해서, 수급·가격 정보, 계약·정산·결재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요구가 있

었다. 이밖에 급식식재료지원센터의 생산자 지불 가격, 식재료 공급 가격 등 식재

료 가격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수급 및 가격 정보의 자체적인 수집에 어려움을 표

하면서 관련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수급·가격 정보는 농식품 유통 관

련 기관과 시스템적 연계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

여 생산, 소비 단계별 이해관계자들이 ①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

한 정부 정책·사업 취지 이해 ② 이해관계자 자발적 참여 유인 ③ 공공급식 식재료 

구매 결정 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자체적인 자료 생성보다는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식품안전성 확보·대응을 위해 생산·유통단계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부처·기관과의 연계

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농식품 및 업체 안전·위생 검사·점검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급식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제철농산물, 참고식단, 식

생활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재료·식단 결정, 스스로의 인식 개선

과 급식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지역 내 공공급식 식재료 수요 충족과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기초자료 구

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시스템 간 횡적 연계와 국가-광역-기초를 연결하

는 종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사

업이 주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생산으로 공

공급식 기관·시설에서 요구하는 식재료 수량과 품목을 항상 충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별 수발주 시스템을 연계하여 타 지역의 식재료 이용·공급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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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급식 식

재료 공급 활성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자

료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지역별 급식식재료지원센터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통합

함으로써 정책 수립·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급식 식재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공공급식 기관·시설이 식재료 주문·

발주·정산 과정에서 일괄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어린이집·유치원·사

회복지시설 등은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 시설은 급식 품

질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예산의 적정 사용과 

급식 품질 제고를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주문·발주·정산이 필요하다. 미

국의 경우 USDA 식품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는 농식품은 USDA 웹기반체

인관리시스템(WBSCM)을 통해 구매·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DoD 공급망을 

활용하는 FFVP프로그램의 신선채소·과일 공급도 DoD 주문시스템을 통해 주문·

발주되어 지역별로 공급된다. 

이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 식재료 코드 도입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센터별 별도의 수발주 및 물류관리 시스템을 운영

하면서, 식재료 분류·규격 및 코드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급식·식재료 담당 주체들도 서로 다른 식재료 분류·규격 및 코드를 이용하고 있다. 

체계적 식재료 품질·물류 관리, 지역 간(광역-기초, 기초-기초) 연계 활성화를 통

한 공공급식 효율적 추진, 공공급식 정책 수립·추진을 뒷받침하는 식재료 공급·구

매에 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식재료 분류·규격을 표준화하고, 이를 식재료 코

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108) 

108) 기관·시설별 식재료 코드 불일치는 체계적 식재료 관리 및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하며, 이해관계자

간 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음. 김재민 외(2017: 1)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표준화된 코드로 식재료 

분류·규격을 관리하지 않고, 자유로운 텍스트로 표기하여, 식재료 정보 제공 축적이 어려우며, 급

식기관과 공급업체 간 식재료 가격·품질 기준에 대한 마찰 발생, 식재료 품질의 체계적 관리 어려

움 등의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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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재료 안전·품질 관리 지원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급 기관·시설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품질·안전

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파급 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품질·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기획생산·계약재배를 통해 식재료를 

확보하며, 통합시설을 경유하여 식재료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품질·안전성의 일

괄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자체 안

전검사 시설을 갖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드물며, 정기검사도 일부 시설에서만 이

루어지고 있었다. 

사례조사 결과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대부분 안전성 검사를 위해 외부기관을 이

용하며, 건당 74천 원~250천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달 평균 30건 정도 검사가 이

루어지고 있었다. 향후 정책 활성화로 식재료 공급 규모가 확대될 경우 안전성 확

보를 위해 검사 규모 확대에 대한 필요성·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공

급식지원센터 특성상 이윤 발생을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 규

모 확대는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약

이 있으며, 예산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을 고려할 경우 안전성 검사 비용, 안전성 검사 

시설 마련을 위해 일정 정도 정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안전성 검사

는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용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이미 안전성 

검사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시설 보완·확충, 안전성 검사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 등에 안전성 검사실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실

시될 필요가 있다. 안전성 검사와 함께 지역 푸드플랜과의 연계 속에서 공공급식

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 중소규모·영세 농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사

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위생 및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가 대상 식재료 안전·품질 관리 교육과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한 생산단계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체계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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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위한 식재료 안전·품질관리 

공통 매뉴얼이나 지침을 작성하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다. 

2.2.2. 식재료 효율적 공급 지원 수단 마련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식재료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식재료 공급 비용

을 절감하여 식재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식재료 수요가 창출·유지

되어야 하며, 공급량과 품목 예측이 사전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공공급식 기관·시

설의 식재료 공급 규모화와 사전적 수요 예측은 지역 내 생산자·생산자조직 및 민

간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① 지역별 권장식단제를 도입하여 품목별 식재료 공급을 규모화하고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식재료 이용의 사전적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며 ② 공동구매

를 활성화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기능을 보완하고, 식재료 공급을 

규모화하기 위해 ③ 식재료 공급 창구를 단일화하여 식재료 배송 비용을 절감하고 

소규모 영세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부엌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가. 권장식단제

주요 생산 품목, 계절성 등을 반영한 메뉴를 포함하는 권장식단을 작성·제공하

여 지역 내 공공급식 기관·시설이 식단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권장식

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소속 영양사들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 제공기관·시설을 대상으로 식

단을 작성·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생산 특성 등을 반영한 식단 작성을 위해서 어린

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급식기

관·시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계층별 식단을 작성·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내 생산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역성을 반영한 식단을 마련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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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내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식단을 작성·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권장식단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필요

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권장식단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은 3.42

점, 어린이집·유치원은 3.50점 정도로 평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문가 및 급식기관·시설에 대한 면담조사에서 권장식단이 영

양사 등 급식 인력의 권한과 급식기관·시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러한 인식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권장식단제가 참고 식단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유용하며, 지역푸드시스템에 기반한 공공급식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공동구매

최근 서울특별시 등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을 우선시

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공동구매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으로 전

환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내 공공급식 기관·시

설에 대한 식재료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공동구매는 급식기관·시설의 개별적 구

매를 통합함으로써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장

점이 있다. 공동구매를 주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취급하

는 식재료가 아닌 공산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생산품 또는 지역업체를 우선

하여 추진하는 경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며, 기존 상권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는 공급업체 선정 시 지역업

체를 1개소 이상을 참여시키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역 식자재 유통 중소기업으

로 구성된 사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등 지역 연계를 고려한 공동구매

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공동구매를 경험한 어린이집·유치원은 22.9%에 불과하였으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4.00점). 그러나 공동구매가 식재료 선정 자율성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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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28.3%).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직접 식재료

를 구매하는 비중이 70.1%에 달하며, 공동구매를 통한 식재료 공급이 거의 이루

어지고 있지 않았다. 공공급식 기관·시설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는 공동구매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식재료 비용 절감 등의 뚜렷한 유인이 제공될 필

요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식재료의 

일괄 구매 수요(어린이집·유치원 14.1%, 사회복지시설 10.3%)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자체적인 식재료 공급 이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공급망

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통해 공급되는 식재료의 공급망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

려할 수 있다. 

다. 공동부엌

공동부엌 제도를 도입하여 식재료의 대량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식사

를 일괄 조리·제공하여 급식 시설 마련과 인력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영세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주

요국은 지역별로 공공시설인 센트럴키친 시스템(공동부엌)을 운영하여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급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동부엌이 지역산·유기농 식재

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식재료 수요처의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경우 19

개 지역이 참여하는 공공급식조합(시헤스코)을 통해 공공급식 시설에 식사를 조

리·배송하며, 식재료 조달과정에서 유기농, 지역·국내산 식재료 이용을 강조한다.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45.5%, 어린이집·유치원은 42.5% 등 공동부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고 각각 43.5%, 45.1%가 제도 도입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

였다. 그러나 위탁급식의 위생·안전 및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

해 제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며, 식사를 어린이

집·유치원 등의 시설 외부에서 조리하여 제공함에 따라, 식사 조리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식생활교육 효과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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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엌 제도 도입을 고려할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관리에 관한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과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률에 대

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급식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안

전 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위탁급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과 식품안전사고 대규모화에 따른 우려를 고려할 경우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

기는 어려우며,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규모 시설보다는 별도의 조리 시설과 인력을 

구비·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소규모 영세 시설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식사 품질을 고려할 경우, 도시락 형태 제공 방식은 지양하고, 급식 실시 기관·

시설 내에서 최소한 데워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사 현장 조

리·제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식생활교육 효과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특히, 어

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시설일 경우, 공동부엌 시설 등을 통해 식생활교육 

부재를 보완할 방법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프랑스 공공급식조합은 급

식조리 이외에 급식대상에 대한 식생활교육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공동부엌 시

설을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한 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조달

함으로써 지역 농업 연계와 식재료 개별 조달에 따른 어려움을 피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2.3. 지역 연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지역 내 모든 공공급식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

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급식식재료지

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이 18.1%, 사회복

지시설은 2곳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보편적인 급

식 식재료 공급 체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집·유치원의 47.9%, 사회복지시설 70.1%가 식재료를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계약 

과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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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 식재료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는 기관·시설

과 기타 다양한 급식 기관·시설이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도 지

역산 식재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연계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생산자 및 지역산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급

식 기관·시설과 지역 생산자·공급업체를 연결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산 식재료 생산자·공급업체와 급식기관·시설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식재료 직접 구매 수요가 있는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지역산 식재료 이

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생산자·공급업체와 급식기관·시설

을 연결하여 공공급식에서의 지역산 이용을 촉진하는 프랑스 사례(Agrilocal)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그림 6-3>.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업

회의소가 상호 연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생산자와 급식시설을 연결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 지역 생

산자들이 플랫폼에 등록하여 생산제품과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그림 6-3  프랑스 Agrilocal 웹페이지: 비엔느(Vienne) 지역 사례

자료: 프랑스 Agrilocal 웹페이지(https://www.agrilocal.fr/: 2019. 10. 17.)를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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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식재료 가공·개발 기반 구축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대체로 농산물을 중심으로 식재료를 공급한다. 그러나 식

품소비 트렌드 변화,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신선편의·가공 식재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용 등으로 인력 투입이 제한적인 대규모 시

설의 경우 편의성을 고려한 식재료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식재료 구매 시 전처리 등 식재료 이용 편의성 여부를 고려하는 비

중은 어린이집·유치원 9.4%, 사회복지시설 2.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관련인 면

담조사에서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의료시설 등은 편의성을 고려한 식재

료 수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처리·가공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많지 않으며, 별도 예산 

투입을 통해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별도의 전처리·가공 시설을 건립하도록 지원하

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식재료를 가공·공급하

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할 경우, 

지역 가공시설·업체 등이 지역 공공급식에 소요되는 식재료를 가공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계약재배·기획생

산을 통해 원물을 확보·공급하면 지역가공업체가 이를 가공하여 급식기관에 납품

하거나, 지역 생산자조직이 가공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급식기관·시설에 

납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가

공식품 공급을 위한 거점가공센터 설치·운영, 6차산업화 지구조성을 통한 공동가

공시설, 공동 연구·개발 등에 대한 포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109) 완주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농민이 재배한 농산

물을 활용하여 공동가공센터에서 가공하고 있다.110) 미국 USDA ‘국가가공식범

프로그램(National Processing Pilot Program)’은 주정부 USDA지원 농식품을 주

10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웹페이지(http://www.at.or.kr: 2019. 10. 10.) 자료 참조.
110) 농림축산식품부(2019: 16)를 참조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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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당기관이 민간식품가공업체에 공급하여 가공하도록 하고, 이를 수혜 대상

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지역 소규모 생산·가공 및 유통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

의 컨설팅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급식기관·시설의 가공 식재료 요구·수요 파악, 

가공에 적합한 식재료 발굴·선정 및 제품 개발, 지역 내 생산-가공업체 간 연결망 

구축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3. 자율적 실천 활성화 기반 구축 

2.3.1. 우수식재료 이용 급식시설 인증제 도입

급식식재료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산·친환경 식재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

역별로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실시하면서 급식 기관·시설의 정책·사업 참여를 유인

하는 방식은 정책·사업 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재정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공공급식 기관·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는 어렵다. 

지역산·친환경 식재료 등 우수 식재료 이용에 대한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인식 

제고·전환을 통해서 자율적인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

하기 위해 우수 식재료를 이용하는 급식기관·시설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학부모의 급식 품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

동·청소년 대상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린이집·유치원(5점 척도 기준 3.67점)은 대체로 필요하다고 평

가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3.70점)이 필요성

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제도는 급식 기관·시설의 지역산·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이용 수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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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단계별 인증을 통해 급식기

관·시설이 점진적으로 우수 식재료 이용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인증 제도의 적용·확산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예컨대, 핀란드는 ‘Steps to 

Organic’프로그램을 통해 유기농 식재료 이용 수준에 따라 급식시설을 6단계로 

구분하며, 급식시설들의 유기농 식재료 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훈련 프로그

램으로 활용한다.111), 112) 미국과 영국도 각각 ‘굿푸드구매프로그램(Good Food 

Purchasing Program)’과 ‘푸드포라이프급식마크(Food for Life Catering Mark)’를 

통해서 지역산·친환경 등을 포함한 양질의 식재료를 이용하는 수준에 따라서 급

식기관·시설을 인증한다.113), 114)

핀란드, 미국, 영국 등은 민간단체에 의해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

라의 경우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우선 정부 중심의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관련하여 지역별 여건·환경이 상이하고, 관

련 정책·사업이 지역푸드시스템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도입·운영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교토부가 지역 내 급식 시설들을 대상으로 ‘교토산농산

물이용시설인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115) 

111) Shalkovskaya(2015: 12)를 참고하여 작성함. 프로그램은 1단계에서는 메뉴 준비에 최소 1개의 

유기농 식재료, 2단계 2개, 3단계 4개, 4단계 8개, 5단계 20개, 6단계 모든 식재료를 유기농으로 

사용하여야 함. 
112) 핀란드 Luomua ravintola 웹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http://www.luomuravintola.fi/am-

mattilaisille: 2019.10. 20.).
113) 미국의 ‘굿푸드구매프로그램’은 지역경제, 건강, 가치있는 노동, 동물복지, 환경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구매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인증·인증마크를 부

여함(황윤재 외 2019: 264). 
114) 영국 토양협회(soil association) ‘푸드포라이프급식마크’는 제철의 신선한 지역산·유기농 식재

료의 이용을 단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되며, 위탁급식업체를 포함한 급식제공기관시설을 

대상으로 기준 충족 수준에 따라 금장·은장·동장마크를 부여함. 금장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식재

료의 최소 30%는 유기농, 최소 50%는 지역산을 이용하고 동물복지를 준수한 유기농 축산물·낙

농제품과 균형 잡힌, 기후친화식사의 일환으로 다양한 비육류 메뉴가 제공되어야 함. 
115) 탁아소·유치원, 노인대상시설, 대학, 병원, 기업 등 지역 내 급식기관이 참여하며, 인증을 받기 위해 

계절마다 교토산 채소 30일·품목 이상 이용, 연간 쌀 이용 일수에 약 50% 이상 교토산 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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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기관·시설에 대한 인증 제도 이외에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인증 제도를 

통해서 민간 공급업체를 활용하는 급식 기관·시설에게 식재료 공급업체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식재료 우수

관리업체 지정·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지역 중심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이 

주요한 정책 기조로 자리 잡게 되면서 2019년부터 신규지정이 중단되었다. 그러

나 공공급식 기관·시설의 식재료 직접 구매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제도 

유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116) 

2.3.2. 식재료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 및 지방정부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통해 경제·산업, 사회, 환경, 건강·

영양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가치·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공급식의 대

상 범위·규모가 상당하여, 급식식재료지원센터가 모든 공공급식 영역의 식재료 

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급식 영역의 식재료 공급·구매 결정 

주체들이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 가치·목표들을 이해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해 식재료 공급·구매 결정 과정에 스스로 이를 구현하기는 어렵다. 

공공급식 기관·시설과 민간 공급업체 등이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식재료

를 공급·구매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가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통해 추구하는 가

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재료 

공급·구매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검토해야 할 요소들과 식재로 공급·구매 과

정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포함하여 국가단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작

성·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건강·영양, 품질, 안전·위생, 환경 등과 지역 푸

드플랜과 연계하여 공공급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식재료 구매·조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급식 

지역 산지·식문화 정보를 시설 이용자에게 계절마다 1회 이상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황윤재 외 

2019: 263). 
116) 2018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8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기존 지정 업체는 2021년 말까지 3년 간 유

예기간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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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계약·조달과정에서 급식시설 및 공급업체들이 스스로 점검·평가할 수 있

는 기준들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영국의 사례(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card)

가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영국은 계약·조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국내외 

기준·규정들과 함께, 비용과 생산, 건강·복지, 자원효율성, 사회경제, 품질 등의 5개 

부문별로 의무 및 자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2.3.3. 이해 및 실천력 제고 프로그램 마련

정부는 공공급식을 통해 국민 먹거리 보장,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급식에 관한 

인식·이해와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주체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 공급, 소비주체별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면서 공공급식 정책에 대

한 전반적인 필요성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공급식 정

책이 지역 푸드플랜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로 공급 관점에서 접근

됨에 따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 주요 정책 대상 및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공공급식 및 식

재료 공급 관련한 정책·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인식이 미흡하다. 설문조사 결

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린이집·유치원 3.39점(어린이집 3.31

점, 유치원 3.46점), 사회복지시설 3.27점으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지역 영세·

중소농 등 농업 생산자들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안정적 소득원 창출을 위한 정책

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급식 이용자 등 소비자, 급식기관·시설 급식·식재

료 구매 담당자와 운영 주체, 공공급식지원센터·민간 식재료유통업체 등 식재료 

공급 주체, 식재료 생산 주체 등 이해관계자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역별 ‘식생활교육 지역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추진

되는 식생활교육 프로그램과 최근 지역 푸드플랜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설명회 등 지역 푸드플랜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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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들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급식 및 식재료 공급 관련 주체들이 공공급식 및 관련 정책이 추구하

는 다양한 가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 ① 생산단계에서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생산자·생산자조직 대상 교육과 

② 소비단계에서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급식기관·시설의 급식 및 급식 식재

료 담당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산단계 실천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농가 조직화, 작부체계 전환, 기획생산, 식재료 안전·품질관리 등 지

역 생산자들이 공공급식지원센터와 공공급식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 식

재료 공급 체계에 부합하는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기 교육을 실시할 필요

가 있다. 특히, 급식 납품 목적의 식재료 생산·공급 경험이 충분치 않은 소규모 영

세 농가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농가 대상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지

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이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역산·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단계 실천력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및 조리 인력에 대한 지역산·친환경 이용 메뉴·식단 교육, 

가격 절감이 가능한 조리법·메뉴 등 급식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훈련 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친환경·유기농 식재료 이용으로 인

한 비용 상승을 유통 비용 절감보다는 조리 방법·과정과 메뉴 등의 변경을 통해 간

접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코펜하겐시의 경

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이 연계된 전문기관인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Copenhagen House of Food)를 통해서 급식 현장에서의 유기농 식재료 이용을 확

대하기 위해 급식 종사 인력 등을 대상으로 비용 증가 없이 유기농 이용을 확대하

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메뉴 및 조리법 개발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급식 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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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어린이집·유치원 및 사회복지시설 설문조사 세부 결과

부표 1-1 어린이집·유치원 식재료 품목별 주요 이용 공급업체 유형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중소규모 
식재료

납품업체

대기업 
식재료

납품업체
농수축협 소매

유통업체 직거래 생협 사회적
기업

급식
식재료 지
원센터

기타

전체 2,760 35.3 23.3 4.5 23.0 0.6 2.0 0.7 8.6 2.0

쌀 345 34.2 20.9 9.9 17.7 1.4 1.4 0.9 13.3 0.3

잡곡류 340 36.2 20.9 7.6 17.1 1.2 2.6 0.9 12.9 0.6

채소류 349 32.4 23.5 2.6 28.9 0.6 2.9 0.0 8.9 0.3

과일류 350 32.3 22.6 3.4 29.7 0.6 1.7 0.6 8.9 0.3

축산물 349 37.8 24.1 6.3 22.3 0.3 0.0 0.9 7.7 0.6

수산물 349 36.7 26.1 1.7 27.8 0.0 2.9 0.9 3.4 0.6

김치류 331 32.0 22.7 2.7 15.7 0.6 2.7 0.6 9.1 13.9

가공식품 347 40.6 25.4 2.0 24.5 0.0 1.7 0.9 4.6 0.3

주 1) 최근 1년간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함.

    2) 소매유통업체는 재래시장/대형마트/동네슈퍼 등, 직거래는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함.

부표 1-2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품목별 주요 이용 공급업체 유형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중소규모 
식재료

납품업체

대기업 
식재료

납품업체
농수축협 소매

유통업체 직거래 생협 사회적
기업

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기타

전체 1,547 40.0 14.7 4.5 36.1 0.3 2.5 0.1 1.2 0.6

쌀 197 45.7 14.2 7.6 27.4 - 2.5 - 2.5 -

잡곡류 192 43.2 14.6 6.3 32.3 - 2.6 - 1.0 -

채소류 194 33.5 13.9 2.6 44.8 - 2.6 - 1.0 1.5

과일류 196 32.1 14.3 2.6 47.4 - 2.6 - 1.0 -

축산물 195 41.5 14.9 8.2 30.8 1.0 2.6 - 1.0 -

수산물 191 37.2 15.7 3.1 40.8 - 2.1 - 1.0 -

김치류 189 39.7 14.8 3.7 33.9 1.1 2.6 - 1.1 3.2

가공식품 193 47.2 15.5 1.6 31.1 0.5 2.1 1.0 1.0 -

주 1) 최근 1년간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함.

    2) 소매유통업체는 재래시장/대형마트/동네슈퍼 등, 직거래는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함.



156 |

부표 1-3 어린이집·유치원 식재료 품목별 주요 조달방식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최저가입찰 제한적 최저가입찰 수의계약  계약 없이 직접구매 기타

전체 2,760 20.0 9.3 21.7 47.9 1.2

쌀 345 18.6 8.1 22.3 47.2 3.8

잡곡류 340 19.1 9.4 21.2 46.5 3.8

채소류 349 21.5 10.3 20.9 47.3 0.0

과일류 350 20.6 10.0 20.3 49.1 0.0

축산물 349 20.9 10.0 22.3 46.7 0.0

수산물 349 19.5 8.6 23.5 48.4 0.0

김치류 331 19.3 9.1 20.5 49.2 1.8

가공식품 347 20.5 8.6 22.5 48.4 0.0

주 1) 최근 1년간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함. 

    2) 수의계약은 기관·시설과 공급업체 간 서면계약 형태를 칭하며, 직접구매는 기관·시설이 식재료를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부표 1-4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품목별 주요 조달방식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최저가입찰 제한적 최저가입찰 수의계약 계약 없이 직접구매 기타

전체 1,547 12.7 4.9 11.8 70.1 0.5

쌀 197 12.7 4.6 12.2 70.1 0.5

잡곡류 192 12.0 5.2 12.5 70.3 0.0

채소류 194 13.4 4.6 10.3 70.1 1.5

과일류 196 12.2 4.6 10.2 73.0 0.0

 축산물 195 12.8 5.1 11.8 70.3 0.0

수산물 191 12.6 5.2 12.0 70.2 0.0

김치류 189 13.2 4.2 12.7 68.3 1.6

가공식품 193 12.4 5.7 13.0 68.9 0.0

주 1) 최근 1년간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함. 

    2) 수의계약은 기관·시설과 공급업체 간 서면계약 형태를 칭하며, 직접구매는 기관·시설이 식재료를 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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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어린이집·유치원 식재료 품목별 주요 계약기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수시계약 1개월 2~6개월 미만 6개월 1년

전체 2,760 49.4 16.8 1.4 17.5 14.9

쌀 345 48.1 15.9 4.1 15.9 15.9

잡곡류 340 47.6 16.2 4.1 16.2 15.9

채소류 349 49.3 18.6 0.6 17.5 14.0

과일류 350 50.6 18.6 0.6 17.4 12.9

 축산물 349 48.7 18.9 0.6 17.2 14.6

수산물) 349 49.0 15.2 0.6 18.9 16.3

김치류 331 52.0 14.8 0.6 18.1 14.5

가공식품 347 49.9 15.9 0.6 18.4 15.3

주: 최근 1년간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함. 

부표 1-6 사회복지시설 식재료 품목별 주요 계약기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수시계약 1개월 2~6개월 미만 6개월 1년

전체 1,547 72.0 0.1 2.1 7.7 18.1

쌀 197 70.6 0.5 0.5 7.6 20.8

잡곡류 192 71.4 0.0 1.0 7.8 19.8

채소류 194 72.7 0.0 2.6 7.7 17.0

과일류 196 74.0 0.0 2.6 7.7 15.8

 축산물 195 72.3 0.0 2.6 7.7 17.4

수산물 191 71.7 0.0 2.6 7.9 17.8

김치류 189 71.4 0.0 2.6 7.9 18.0

가공식품 193 72.0 0.5 2.1 7.3 18.1

주: 최근 1년간 경험을 기준으로 설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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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친환경·지역산 식재료 이용 행태 분석 

부표 2-1 어린이집·유치원 OLS/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변수
친환경 식재료(OLS Model) 지역산 식재료(Probit Model)

(1) (2) (3) (1) (2) (3)

학부모재원비중
0.335* 0.019***

(1.84) (2.78)

지자체재원비중
-0.368** -0.026***

(-2.27) (-3.51)

지원금비중
-0.325 -0.020***

(-1.64) (-2.80)

교육기관유형
15.647 13.264 15.663 -0.528 -1.076* -0.527

(1.22) (1.06) (1.21) (-1.02) (-1.80) (-1.01)

재원어린이수
-0.033 0.013 -0.031 0.005* 0.006* 0.005

(-0.46) (0.19) (-0.43) (1.67) (1.90) (1.63)

점심단가
-0.005 -0.011 -0.005 0.0005* 0.0002 0.0006*

(-0.69) (-1.68) (-0.63) (1.76) (0.58) (1.85)

점심식재료비
비중

-0.301 -0.712* -0.339 0.053*** 0.053*** 0.051***

(-0.80) (-1.74) (-0.89) (4.18) (4.01) (4.11)

학부모급식비
/월

-0.001** -0.0007** -0.001** -0.00005*** -0.00004*** -0.00005***

(-2.25) (-2.48) (-2.05) (-3.64) (-3.83) (-3.65)

상수항
90.470*** 147.946*** 125.383*** -4.600*** -2.688*** -2.647***

(3.44) (4.43) (4.08) (-4.52) (-2.76) (-2.79)

N 52 52 52 93 93 93

주: 지원금 비중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비영리단체 지원금을 합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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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사회복지시설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변수
친환경 식재료 지역산 식재료

(1) (2) (3) (1) (2) (3)

수혜자부담비중
-0.036*** -0.025***

(-3.26) (-2.70)

지자체재원비중
0.012 0.010

(1.12) (1.06)

지원금비중
0.027*** 0.028***

(2.69) (2.93)

거주시설여부
-1.000** -1.262*** -1.211** 0.508 0.189 0.318

(-2.01) (-2.60) (-2.55) (1.16) (0.44) (0.74)

기관유형
1.264** 0.978* 1.239** 0.800* 0.790* 0.876**

(2.35) (1.91) (2.33) (1.90) (1.88) (2.05)

장애인시설
1.343** 1.311** 1.411** 0.162 0.245 0.262

(2.41) (2.47) (2.54) (0.34) (0.53) (0.54)

점심제공횟수
/주

0.353 0.388* 0.334 -0.130 -0.114 -0.129

(1.60) (1.79) (1.60) (-0.70) (-0.59) (-0.66)

점심단가
-0.0008*** -0.0005* -0.0007** -0.0005* -0.0003 -0.0006**

(-2.58) (-1.74) (-2.44) (-1.87) (-1.26) (-2.10)

점심식재료비
비중

0.021 0.037** 0.029* -0.009 0.0007 -0.007

(1.38) (2.57) (1.93) (-0.78) (0.06) (-0.63)

수혜자급식비
/회

0.0008** 0.00003 0.0006* 0.0004 -0.00002 0.0005

(2.27) (0.11) (1.75) (1.46) (-0.07) (1.62)

상수항
-1.516 -4.537*** -4.693*** 3.433** 1.234 1.024

(-0.81) (-2.60) (-2.74) (2.20) (0.88) (0.70)

N 101 101 101 101 101 101

주: 지원금 비중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을 합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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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72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R873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조계층 활용 방안

R874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R875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R876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산림관리 효율화 방향

R877  산림휴양인프라 수급 실태와 정책과제

R878  수입 과일 품목 다양화에 따른 과일·과채 부문 영향  
분석과 대응과제

R879  식품산업의 푸드테크 적용 실태와 과제  
- 대체축산식품과 3D 식품 프린팅을 중심으로

R880 신선편이 과일·채소 시장 변화와 대응과제

R881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R882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R883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R884 지역 푸드플랜 실태와 정책과제

R885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R886 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R887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R888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R889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2차년도) 
: 종합보고서

R890  농업·농촌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보지원체계 구축 방안
(2/5차년도)

R891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1/2차년도)

R892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1/2차년도)

R893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

R894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2/2차년도)

R895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2/3차년도)

R896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2/2차년도)

R897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5/5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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