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 15, No. 2, pp. 268～281 (2009)

268

패밀리 레스토랑 직원들의 식품 위생 및 안전 지식에 관한 연구

어 금 희
1)
․함 문 훈

¶

세종대학교 조리외식경영학과1), 동원대학 호텔외식경영과¶

A Study on Restaurant Workers' Knowledge about Food Hygiene and Safety
Geum-Hee Eo1), Moon-Hoon Hahm¶

Dept. of Culinary Food-Service Management, Sejong University1) 
Dept. of Hotel and Restaurant Management, Tongwon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restaurant workers' understanding of food hygiene and safety 
regulations using SPSS. From October 10th to 31st, 2008, a survey was conducted to those who work at 
family restaurants in Seoul and Gyeonggi-do. This program analyzed total 149 copies of the questionnaire. 
79.9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ve completed college education; 76.7 percent out of them were domestic 
company workers and 82.9 percent were foreign company workers. The total average points turned out to 
be 14.03 points out of 20, 3.95 out of 5 for food poisoning, 2.37 out of 3 for personal hygiene, 6.41 out 
of 9 for food hygiene and environment, and 1.86 out of 3 for food safety. Foreign company employees scored 
higher points(14.3) compared to those of domestic companies. When comparing the points between domestic 
company workers and foreign company workers, the score of kitchen staff(p<0.001) and the score of a 
restaurant assistant(p<0.05) have influenced the overall points. In conclusion, people scored low points in 
areas as understanding of ‘dangerous temperature level’, ‘bacterial multiplication’, ‘safe defrosting methods’, 
‘cooling methods’ and ‘temperature control’, indicating the necessity of the training on ‘time/temperature 
control’.

Key word : food hygiene, food safety, dangerous temperature level, bacterial multiplication, defrosting 
method, cooling method, time/temperatur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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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7년도 섭취 장소별 식중독 최고의 발생은 음

식점으로 나타났는데(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음
식점의 연도별 식중독 발생을 보면 2002년은 29
건(1,586명), 2003년은 46건(1,441명), 2004년은 35
건(1,052명), 2005년은 53건(1,021명), 2006년은 108

건(1,971명), 2007년은 286건(3,476명)으로 점점 증

가 추세를 보이는데(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식
중독 발생 발생건수와 환자수의 증가는 식품산업

의 발달, 식품 위생 관리기술의 향상, 의학 및 생

활 환경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대형화됨을 보여주

고(박경진 2001) 있는 현실을 외식기업들은 주목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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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위생 개념이 뚜렷해지

고(고호석 등 2005), 소득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의 고급화 그리고 건강 관리에 대한 욕구와 더불

어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의 발생은 크게

늘고 있는데(김효정․김미라 2003), 21세기는 식

품과학의 3대 추구 목표인 건강성, 안전성, 편리

성을 추구하므로 외식업체에서는 식품의 안전성

이 우선되어야 하며(전유명 2007), 소비자가 식

품 안전성과 관련하여 위험을 인지한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유소이 2001). 
그러므로 식중독 발생은 기업에게 고객 및 매

출액의 감소, 직원의 사기 저하, 명예 및 신망 손

실, 직원의 장기 결근, 법적 소송 비용, 직원 재교

육 필요, 보험료 증가, 업체의 이미지 손실 등으

로 비용을 치르게 되며, 영업 및 이미지 손실의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인명에 치

명적이다(김미정 윤혜현 2006). 이에 외식산업에

서는 직원들이 식품을 취급할 때 잠재적인 위해

요소 및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므로 식중독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교

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arrington 
1992). 

외식업소의 위생 관리 수행 수준 향상을 위하

여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각 업소의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며(박성희 등 2007),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훈련이 아닌 기업의 내․외

부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교육이 되어 직원들

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

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Ehiri & 
Morris 1997).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근

무하는 직원들의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지식

수준을 평가하여 위생 지식 점수가 낮은 항목에

대해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기업들은 위생 지식 점수가 낮은 항목에 대해 교

육과 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직원들의 위생

지식이 수행 수준으로 이행되어 고객에게 안전하

게 식품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의 서비스 품질 향

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식중독과 개인 위생 관리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는 온도에 의한 것(부적

합한 저장, 부적합한 해동, 부적합한 가열, 부적

합한 냉각, 조리작업 단계에서의 시간 관리, 조리

의 조기 완료, 부적합한 열장 보관, 부적합한 재

가열), 부적절한 취급(감염된 취급자, 교차 오염, 
불충분한 위생, 부적당한 시설), 생식품에 의한

오염(오염된 생식품의 취급, 감염된 가축), 그리

고 개인 위생 관리 실천 부족, 교육․홍보․훈련

및 감독 부족 등을 들 수 있다(박성희 등 2007; 
Panisello et al. 2000; 김종규 1977). 따라서 식중

독은 식품 취급자나 섭취자의 식품에 대한 지식

부족 및 식품을 취급할 때의 부적절한 행동이 원

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염된 원재료를 가열

없이 섭취하거나 조리과정 중 교차 오염이 발생

되거나 조리 후 부적절한 처리를 하는데서 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박경진 2001; McSwanne et al. 
2000). 

외식산업을 일컬어 인적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의미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 위생

법 제2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고(한국식품영양학 편저 2008), 
매일 업무 시작 전 관리자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

와 그 가족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2차 오염

으로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을 미리 제거하여야 함

을 의미한다. 모든 직원들은 위생 처리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그리고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하

며, 특히 비위생적이고 보기좋지않은 행동은 식

품을 오염시킨다는 측면뿐 아니라 업소에 대한

고객의 신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

영주와 직원 모두위생 관리 생활화에 힘써야 하

며, 주방 직원뿐만 아니라홀직원들의 복장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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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계승희 등 1995a). 그
리고 손 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손은

상처나 화상 등으로 감염된 손은 포도상 구균의

좋은배지가 되고 손이 아닌 신체의 다른부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라도 조리사가 그것을 긁거나

만질 경우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

므로 철저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Longree & Armbruster 1987). 또한, 화장실

사용후에는손톱솔을사용하여이중손세척(double 
hand washing)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Summer & 
Albrechi 1995), 모든 직원들은 손세척과 소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기업은 효과적인 교

육과 그 방법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Harrington 1992).
 
2.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관리

메뉴구성할때식품을검수, 저장, 전처리, 조리, 
보관, 제공 시에는 잠재적 위해식품(PHF: Potential 
Hazard Food)에 대해 특별히 취급하고 다룸에 있

어 주의를 해야 한다. 
식재료 검수 후 외피 포장을 제거하여 조리장

으로 반입하며, 식품을 냉장하거나 냉동할 때 표

면공기와의 접촉차단이 중요하므로반드시 뚜껑

을 덮어 식품간의 교차 오염과 공기 내 미생물

오염도 방지해야 한다(계승희 1996). 조리식품을

취급하기 전에는 손을 세척하거나 1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맛볼 때는 개인접시에 덜

어서 맛을 본다(하경희 2002). 
냉동식품의 식품 안전을 위한네가지 해동 방

법은 냉장고 이용, 전자레인지 이용, 흐르는물이

용, 바로 조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Miller 
et al. 1996), 한번 해동한 식품은 재 냉동을 하여

서는 안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냉동 전에

1회 사용할 분량만큼씩나누어 냉동시켜사용하

는 냉동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계승희 등

1995b). 가열 조리 후 음식의 냉각 방법 및 섞는

방법이 미생물의 증식에 큰 영향을 주므로 미생

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교차 오염에 의한 미생물

의 오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차 오

염(cross-contamination)이란 식품이나 취급자, 식
품을 취급하는 환경으로부터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오염물이 다른 식품으로 이동되는 것을

말하며,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사람, 물건, 환경으로부터오염물이동을 방

지할 방법이 필요하다(김미현․윤혜현 2006). 식
재료에서 음식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업소

에서 시간-온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시간-온도

관리(time-temperature control)란 식품이 세균이

증식하기좋은 온도에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

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업소에서는 운송차

량의 경우 냉동 탑차의 온도는 10℃ 이하, 냉동

탑차는 －18℃ 이하이고, 상온창고의 경우 온도

는 10～21℃ 이하, 습도는 50～60%이고, 냉장고

의 경우 5℃ 이하, 냉동고의 경우－18℃ 유지로

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외식업은 식재료를 하루

이상 보관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

재료 보관 시 온도와 일자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김선정 등 2008; 박성희 등 2007). 음식

을 보관 및 제공단계에서 차가운 음식은 5℃ 이
하로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

여야 하며, 세균이 증식하기좋은 온도범위(위험

온도대: Time Danger Zone: 5～60℃)에 음식을 4
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음식을 재가열할

경우에는 내부온도가 74℃ 이상이 되도록 가열

해야 한다(Miller et al. 1996). 
식품접객업소를운영하는 자는 식품 위생법 시

행규칙 20조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제시한 식품

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인 영업장, 조리장, 급수

시설, 화장실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한국식품영양학회편저 2008), 특히 직원들은 수
세시설이 조리실에 가까울수록 그들의 손을 자주

씻는다고 하였으니(Longree & Armbruster 1987),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손을 소독하

는 시설의 구비 및 전용 화장실과 샤워시설 등의

구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김종규 2000).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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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방과 홀 직원들은 식기를 위생적으로 취급

해야 하며운반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고호석 등 2005; 하경희 2002), 서울․경기지역

의 한식당의 경우에는 청소․소독 프로그램의

수립 및 감독 등은 없지만 모든 업장이 마감한

후 뒷정리와 한가한 시간에 식기류 소독 등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선정 등 2008), 이제는

외식기업도 청소 프로그램을 수립되어 현장에서

계획적인 관리가 생활화 되어야 할 것 같다.  

3. 지식 수준과 수행 수준

위생 교육 훈련 대상자는 모든 직원이 되어야

하고 정보 제공, 논증, 기술 그리고 종업원의 지

식 기술 획득을돕기 위한 검증장치가 있어야 하

며(Bryan 1991),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훈련을 통해 습득되어야 한다(McSwanne et al. 
2000). 그리하여 레스토랑 직원을 위한 교육 매뉴

얼개발에서 개인 위생 확보, 교차 오염 방지, 시
간 온도 관리, 냉장 관리에 대해 강의식, 실연식, 
시청각, 토의식 교육을 위한 강의 자료를 개발하

였고(박성희 등 2007), 한식업소의 조리종사자를

위한포스터개발에서는 개인 위생-손 세척,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용도별 분리 사용, 철저한 세척

과 소독, 충분한 가열 조리 개념으로포스터를 개

발하였다(김선정 등 2008). 또한, 외식업소 업주

및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교육매체는 동

영상(식중독균을 애니메이션 도완 완성), 슬라이

드(식중독, 개인 위생, 생산 단계별 식품 관리, 기
기․기구의 세척 및 소독, 환경 관리), 포스터(식
중독 예방 관련)를 개발하여 교육평가표를 실시

하였다(박유화 등 2008).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개

발된 매뉴얼, 포스터 및 교육매체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지식 수준이 수행

수준으로 이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

면 식품 취급자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지식 수

준이 높았으나(Angelillo 2000), 지식이높다고 하

여 반드시 행동이나 실천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Westaway & Viljoen 2000),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식품 위생 관련

지식 점수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실천이 낮게 나

타나 지식 수준과 수행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

다(Martin 1996).
그런데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세계화 추세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고객은 음식의 맛, 서비스, 안전을 추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식기업은 매뉴얼에 따

른 레스토랑 운영, 직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높여 고객 만족과 가치를 높이는 노력

을 해야만 한다(유영진․이경희 2008).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국내․외

패밀리 레스토랑 각 각 세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대상 기업지점에 근무하는 모든 직

원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180부를 배부하였

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149부(82.8%)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력, 연
령, 소속, 직급, 직장 경력, 근무 기업의 형태, 교
육 수혜 여부를 자기기입식으로응답하도록 선행

연구(김선정 등 2008; 박유화 등 2008; 박성희 등

2007; 홍완수 2004; 하경희 2002; 어금희 등 2001)
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2)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지식 수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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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식품위생및식품안전지식을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문제를 개발하였다. 식품위생 및 식품

안전 지식 평가를 위해 개발한 시험문항은 단일정

답형 4지 선다형으로 총 20문항이며, 개발한 시험

문항의적정성평가를위해 pilot test를 2008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외식기업에 종사하는 20
명의 직원에게 실시하여 20부를회수하였으며(회
수율 100%), 20점 만점에 14.5점(72.5점/100점)을
얻어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지식 평가 시험문제는

선행 연구(김선정 등 2008; 박유화 등 2008; 박성

희 등 2007; 김미현․윤혜현 2006; 홍완수 2004; 
하경희 2002; 어금희 등 2001)를 참조하여 네 영

역으로 나누어 식중독과 식품 5문항, 개인 위생

3문항, 식품 위생 및 환경 위생 9문항, 식품 안전

3문항으로 총 20문항이었다. 위생 지식 평가는

매니저의 감독 하에 30분 동안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는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 12.0
을 사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알아보기 위하

여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간의

차이는 t-test를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에따른 영
역별 지식 평가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를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LSD을 이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
력, 소속, 직급, 직장 경력의 일반사항을 조사하

여 그 결과를〈Table 1〉에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중 여자가 65.1%로 나타

났고, 학력은 대학 재학이 51.0%로 직급은 아르

바이트가 65.8%로 소속은 홀이 68.5%, 연령은

20～29세가 78.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패밀

리 레스토랑 근무자 대부분은 대학교 재학 중인

아르바이트생에 의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직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49)

Distinction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52 34.9

Female  97 65.1

Edu-
cation

Graduated 
high school

 25 16.8

Graduated
college

 28 18.8

On university  76 51.0

Above university  20 13.4

Position
Part time worker  98 65.8

Employee  51 34.2

Working 
place

Kitchen  47 31.5

Hall 102 68.5

Periodical 
education

Completion 119 79.8

Incompletion  30 20.1

Age

Below 19   8  5.4

20～29 117 78.5

30～39  16 10.7

40～49   3  2.0

Above 50   5  3.4

Working 
record

Present
<1 year  79 53.0

1 year  70 47.0

Whole

<1 year  62 41.6

1～3years  64 43.0

>3 years  23 15.4
Kind of 
working 
place

Domestic 72 48.3

Foreign 77 51.7

원을 고용할 때 식품 안전을 우선하는 지식, 기
술, 능력에 관한 면접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는데(Kinnear 1997), 현실적으로 단체급식의 경우

대개 일용직 또는 고용직으로서 책임있는 위생

실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연구(김종규 2000) 
결과와 같이 외식산업도 해결해야 할 큰 과제임

을 보여주었다.  
직장경력중현재직장경력은 1년미만이 53.0%

로 나타났고, 전체 직장 경력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43.0%, 1년 미만이 41.6%로 나타나 전체

직장 경력의 84.6%가 3년 미만 근무자로 외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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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 해결 과제인 높은 이직률의 한 단면과 현

장에서 필요로 하는 위생 관리의 전문성 결여를

보여준다. 정기 교육 수혜는 79.8%가 이수한 것

으로 나타났고, 근무하는 기업의 형태는 국내 기

업이 48.3% 국외 기업이 51.7%로 조사되었다.  

2.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지식 수준

지식 수준 시험문항의 정답율을 전체 직원, 주
방 직원, 홀직원으로 구분하여〈Table 2〉에 제시

하였다. 지식 평가네영역항목의총평균정답율

은 전체 직원 67%, 주방 직원 71.6%, 홀직원 65%

<Table 2> Rate of correct answers on knowledge level

Distinction
Whole employees

149(100%)
Kitchen employees

47(100%)
Hall employees

102(100%)

Food 
poisoning 
and food

Cause of food poisoning 127(85.2)  40(85.1)   87(85.3)

Scope of dangerous temperature  42(28.2)  16(34.0)   26(25.5)

Potential dangerous food 137(91.9)  40(85.1)   97(95.1)

Increase of Bacillus  80(53.7)  29(61.7)   51(50.0)

Cross pollution 114(76.5)  34(72.3)   80(78.4)

Average 100(67.1)  24(67.6)   68(66.9)

Personal 
hygiene

Work cloth 103(69.1)  32(68.1)   71(69.6)

Washing hands 135(90.6)  43(91.5)   92(90.2)

Use of a plastic glove 110(73.8)  37(78.7)   73(71.6)

Average 116(77.8)  37(79.4)   79(77.1)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frosting method  53(35.6)  15(31.9)   38(37.3)

Freezing method  62(41.6)  31(66.0)   31(30.4)

Temperature control  85(57.0)  29(61.7)   56(54.9)

Normal temperature storage method  99(66.4)  33(70.2)   66(64.7)

Serving food 124(83.2)  42(89.4)   82(80.4)

Antisepsis 123(82.6)  42(89.4)   81(79.4)

Cleaning method 124(83.2)  42(89.4)   82(80.4)

Hall managing 128(85.9)  43(91.5)   85(83.3)

Proper cleaning method  90(60.4)  32(68.1)   58(56.9)

Average  99(66.2)  34(73.1)   64(63.1)

Food safety

Response to customer complaints  93(62.4)  32(68.1)   61(59.8)

Safety observance 126(84.6)  44(93.6)   82(80.4)

Tool for safety management  42(28.2)  17(36.2)   25(24.5)

Average  87(58.4)  31(66.0)   56(54.9)

Total average 100(67.0)  34(71.6)   66(65.0)

로 나타났는데, 총평균 정답율보다 낮은 항목은 
식중독과 식품 영역에서는 위험 온도 범주(28.2%, 
34.0%, 25.5%), 세균의 증식(53.7%, 61.7%, 50.0%) 
항목이고, 식품과 환경 위생영역에서는해동 방법

(35.6%, 31.9%, 37.3%), 냉각 방법(41.6%, 66.0%, 
30.4%), 온도 관리(57.0%, 61.7%, 54.9%), 상온창

고 관리(66.4%, 70.2%, 64.7%), 올바른 세척 방법

(60.4%, 68.1%, 56.9%)이 전체 직원, 주방 직원, 홀
직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개인 위생 영역은

주방 직원만 작업 복장(68.1%) 항목으로 나타났고, 
식품 안전 영역은 안전 관리를 위한 기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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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24.5%), 고객불만처리방법(62.4%, 68.1%, 
56.9%)이 전체 직원, 주방 직원, 홀 직원 모두동

일하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식중

독과 식품 영역의 ‘위험 온도범주’, ‘세균의 증식’, 
식품과 환경 위생 영역의 ‘해동 방법’, ‘냉각 방

법’, ‘온도 관리’는 세균의 증식을막을 수 있는 가

장기본되는시간․온도 관리로이론교육으로정

확하게 이해하여 훈련으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

도록힘쓰고 직원들의 현장 실천을 평가하여 지속

적으로 교육․훈련․평가가 이뤄지도록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 진행을 해야 한다. 
개인 위생 영역의 주방 직원에서 ‘작업자 복장’

이 낮은 점수를 나타났는데, 단체 급식소 연구에

서도 오염된 위생복을 즉시 교체할 수 있는 등의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김종규 2000)는 연구 결과

가 있듯이 위생 교육과 더불어 실천을 할 수 있

는 시설․설비 측면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지식 수준 점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고, 영역별 전체평균 점수

는 식중독과 식품은 5점 만점에 3.39점, 개인 위

생은 3점 만점에 2.37점, 식품 위생 및 환경 위생

은 9점 만점에 6.41점, 식품 안전은 3점 만점 1.86
점으로 전체 평균은 20점 만점에 14.03점으로 나

타났다. 주방 직원과 홀 직원의 비교에서는 주방

직원이 홀 직원보다 네 영역 모두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교육이 홀 직원보다 주방 직원에게 집중되어 있

<Table 3> Points on the knowledge level about food hygiene and safety

Distinction Scale
Kitchen employees Hall employees All employees

Domestic Foreign Average Domestic Foreign Average Domestic Foreign Total

Food poisoning 
and food

5 points  2.77  4.14  3.46  3.09  3.55  3.32  2.93  3.85  3.39

Personal hygiene 3 points  2.35  2.43  2.39  2.33  2.30  2.34  2.37  2.37  2.37

Food and environ-
mental hygiene

9 points  6.19  7.05  6.62  5.59  5.75  5.67  6.41  6.40  6.41

Food safety 3 points  2.08  1.86  1.97  1.83  1.50  1.67  2.03  1.68  1.86

Total 20 points 13.38 15.48 14.44 12.83 13.11 13.00 13.74 14.3 14.03

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주방 직원이

만든 음식을 홀 직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므로 모

든 직원들에게 음식이 만들어지고 제공되는흐름

에서 지켜야할 식품 위생과 안전에 관련된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아울러 본인이 근무하

는 영역에맞는 교육이 더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주방 직원의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의 비교에

서 국내 기업은 식품 안전 영역이 국외 기업은

식중독과 식품, 개인 위생, 식품과 환경 위생 영

역이 점수가높게 나타났으며, 홀직원은 국내 기

업이 개인 위생, 식품 안전 영역, 국외 기업이 식

중독과 식품 영역, 식품과 환경 위생 영역에서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 두 기업 직원 전체 점수 비

교에서는 국내 기업은 식품과 환경 위생, 식품 안

전 영역이 국외 기업은 식중독과 식품 영역이 점

수가높게 나타났고, 개인 위생 영역은두기업이

동일한 점수로 나타났다. 
이번연구결과, 전체 직원의 지식 평가에서 합

계 점수가 국외 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높은 점수

를 보여주었는데, 네영역중 특히 식중독과 식품

영역에서 국외 기업의 주방 직원과홀 직원 모두

국내 기업의 직원들보다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기존의 위생 교육 내

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 국내․외 외식기업 운영에 따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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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운영 형태에 따른식품 위생 및 식품 안

전 교육 수혜 여부를〈Table 4〉에 제시하였다. 대
상 직원들의 정기 교육 수혜는 79.9% 이수한 것

으로 나타났고, 정기 교육 수혜의 경우 국내 기업

직원 76.7%, 국외 기업 82.9%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네 영역

의 차이검증을〈Table 5〉에 제시하였다. 주방 직

원의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 비교 시 식중독과

<Table 4> Education by types of companies

Distinction
Receiving education

Total
Received Not received

Domestic  56(76.7%) 17(23.3%)  73(100.0%)

Foreign  63(82.9%) 13(17.1%)  76(100.0%)

Total 119(79.9%) 30(20.1%) 149(100.0%)

<Table 5> Difference by departments

Distinction Frequency
Average±standard 

deviation
t-value p-value

Kitchen
(47)

Food poisoning and food
Domestic 26  2.77±1.107

－4.779 0.000***
Foreign 21  4.14±0.793

Personal hygiene
Domestic 26  2.35±0.797

－0.362 0.719
Foreign 21  2.43±0.746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omestic 26  6.19±1.898

－1.996 0.053
Foreign 21  7.05±0.973

Food safety
Domestic 26  2.08±0.744

   0.534 0.272
Foreign 21  1.86±0.573

Total
Domestic 26 13.38±2.981

－3.242 0.003**
Foreign 21 15.48±1.250

Hall
(102)

Food poisoning and food
Domestic 46  3.09±0.725

－2.602 0.011*
Foreign 56  3.55±1.077

Personal hygiene
Domestic 46  2.33±0.790

   0.132 0.896
Foreign 56  2.30±0.913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omestic 46  5.59±2.028

－0.379 0.706
Foreign 56  5.75±2.266

Food safety
Domestic 46  1.83±0.926

   1.803 0.074
Foreign 56  1.50±0.894

Total
Domestic 46 12.83±2.999

－0.407 0.685
Foreign 56 13.11±3.808

식품, 주방 근무 직원의 점수 합계에서도 유의적

인 영향을 보였다. 홀 직원의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의 비교 시 식중독과 식품 영역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국내․외 기업 모두식품 안전 영

역의 점수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교육 훈

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외 기업이 전체

직원점수가 높은 것은 식중독과 식품 영역이 영

향을 미쳤음을 설명해 주는 결과이며, 현장에서

는 실시하는 교육은 주방 직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 실시할 때 각 영역의 이론적인 교육

필요성이 특히 식중독과 식품 영역의 교육이 절

실함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로 미루어 국내 기업은 현재 기업에

서 실시하는 교육 현황을 평가하고또한 국외 기

업이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전반적인 식품 위생

및 안전 교육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교육 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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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재정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 
인구통계학적으로본지식평가차이검증을〈Ta-

ble 6, 7〉에 제시하였다. 
소속은 주방과 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에는

식품과 환경 위생, 식품 안전, 합계 점수가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현재 직장 경력은 1년 미만과 1년 이상 간에는

식품과 환경 위생, 식품 안전, 합계 점수가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정기 교육 수혜 여부는 이수자와 미 이수자 간

에 식중독과 식품, 식품과 환경 위생, 식품 안전, 
합계 점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교육 이

<Table 6> Geographical comparison of the knowledge level

Distinction Frequency
Food poisoning 

and food
Personal 
hygien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Food 
safety

Total

Gender

Male 52   3.33   2.37   6.12   1.69  13.50

Female 97   3.37   2.32   5.88   1.78  13.35

F   0.248   0.321   0.683   0.615   0.267

Sig.   0.804   0.748   0.496   0.540   0.790

Working 
place

Kitchen 47   3.38   2.38   6.57   1.98  14.32

Hall 102   3.34   2.31   5.68   1.65  12.98

F   0.218   0.474   2.843   2.473   2.638

Sig.   0.828   0.636   0.005**   0.015**   0.009**1)

Position

Part time 98   3.35   2.32   5.77   1.67  13.10

Full time 51   3.37   2.37   6.33   1.90  13.98

F －0.143 －0.393 －1.778 －1.634 －1.572

Sig.   0.886   0.695   0.078   0.105   0.118

Current 
career

<1 year 79   3.25   2.29   5.61   1.59  12.75

>1 year 70   3.47   2.39   6.36   1.93  14.14

F －1.289 －0.695 －2.278 －2.411 －2.694

Sig.   0.199   0.488   0.024*   0.017*   0.008**

Periodical 
education

Completion 119   3.45   2.37   6.34   1.87  14.04

Incompletion 30   2.97   2.20   4.43   1.27  10.87

F   2.341   1.005   4.954   2.836   5.179

Sig.   0.021*   0.317   0.000***   0.007**   0.000***

Kind of 
working 
place

Domestic 72   2.97   2.33   5.81   1.92  13.03

Foreign 77   3.71   2.34   6.10   1.60  13.75

F －4.702 －0.032 －0.894   2.293 －1.364

Sig.   0.000***   0.975   0.373   0.023*   0.175

수자 그룹이 네 영역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 정

기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기업의 형태는 식중독과 식품, 식품 안전 영역

이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학력에 따른지식 평가 결과 식중독과 식품, 식

품과 환경 위생, 그리고총평균에서 그룹별 차이

를 보인다. 식중독과 식품 영역에서는 대학 재학

중인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대졸 이상으

로 전문대졸미만과, 대학 재학 중인 그룹과 유의

적인 차이는 없다. 식품과 환경 위생 영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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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eographical comparison of the knowledge level

Distinction Number

Area of knowledge test

Total
(20 points)

Food 
poisoning 
and food

(5 points)1)

Personal 
hygiene

(3 points)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9 points)

Food safety

(3 points)

Education

Graduated from high school  25 3.76a2) 2.40 6.48a 1.48 14.12ab

Graduated from college  28 3.79a 2.50 6.64a 1.93 14.86a

Attend university  76 3.07b 2.26 5.38b 1.72 12.43b

Graduated from university  20 3.35ab 2.30 6.55ab 1.95 14.15ab

Total 149 3.36 2.34 5.96 1.75 13.40

F 5.309 0.621 4.509 1.623  5.293

Sig. 0.002**3) 0.602 0.005** 0.187  0.002**

Whole 
career

<1 year  62 3.21 2.24 5.27a 1.48a 12.21a

1～3 years  64 3.39 2.44 6.39b 1.94b 14.16b

>3 years  23 3.65 2.30 6.61b 1.96ab 14.52b

Total 149 3.36 2.34 5.96 1.75 13.40

F 1.614 0.899 6.598 5.445  7.928

Sig. 0.203 0.409 0.002** 0.005**  0.001***
1) (  ) 만점 점수, 2) LSD 검증.

전문대졸이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대학 재학 중인 그룹은 다른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 총 평균은

식품과 환경 위생 영역의 영향으로 같은 양상을

보여 전문대졸이 가장높은 점수, 대학 재학 그룹

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며 유의적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전체 직장 경력에 따른 지식 평가 결과 식품과

환경 위생, 식품 안전, 총평균영역에서 그룹간의

유의적차이를 보여준다. 식품과 환경위생 영역에

서는 3년 이상이 가장높은 점수를 보이나 1～3년 
미만 그룹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1년 미만 그룹과는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인다. 식품 안전 영역과 총 평균영역에서도

1년 이상의 경력을갖은두그룹이 1년 미만의 그

룹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낸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각 그룹에게 필요한

교육을 계획을 하고 실행하여 직원들의 요구도를

맞추어야 원하는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직원들

의 식품 위생과 식품 안전 지식을 평가하여 기업

에서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교육 훈련 계획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는 패

밀리 레스토랑(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의 서울과

경기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8
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149부(회수율 82.8%) 설문지를 분석하여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중 여자

가 65.1%로 나타났고, 연령은 20～29세가 78.5%
로 학력은 대학 재학이 51.0%로 직급은 아르바

이트가 65.8%로, 소속은 홀이 68.5%로 나타났다. 
직장 경력중 현재 직장 경력은 1년 미만이 53.0%
로 나타났고, 전체 직장 경력은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43.0%, 1년 미만이 41.6%로 3년 미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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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가 84.6%로 나타났다. 
둘째, 지식 수준 결과네영역의 평균정답율은

전체 직원 67%, 주방 직원 71.6%, 홀직원 65%로 
나타났는데, 평균 정답율 보다 낮은 항목은 식중

독과 식품 영역에서는 ‘위험 온도 범주’, ‘세균의

증식’ 항목이고, 식품과 환경 위생 영역에서는 ‘해
동 방법’, ‘냉각 방법’, ‘온도 관리’, ‘상온창고 관

리’, ‘올바른 세척 방법’이 전체 직원, 주방 직원, 
홀직원 모두동일하게 나타났다. 개인 위생 영역

은 주방 직원 만 ‘작업 복장’ 항목으로 나타났고, 
식품 안전 영역은 ‘안전 관리를 위한 기구’, ‘고
객 불만 처리 방법’이 전체 직원, 주방 직원, 홀
직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영역별 전체 평

균 점수는 식중독과 식품은 3.95점/5점, 개인 위

생은 2.37점/3점, 식품 위생 및 환경 위생은 6.41
점/9점, 식품 안전은 1.86점/3점으로 전체 평균은

14.03점/20점(71.5점/100점)으로 나타났다. 주방 직

원과홀 직원의 지식 평가 결과 점수는 주방 직원

들이 네 영역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고, 국내 기

업과 국외 기업의 점수 비교 시 식품과 환경 위

생, 식품 안전 영역은 국내 기업이 식중독과 식품

은 국외 기업이 개인 위생 영역은두기업이 동일

한 점수를 보였다. 두 기업 직원 전체 점수 비교

에서는 국내 기업이 13.74점, 국외 기업이 14.3점
으로 국외 기업이 높게 나타났는데,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 비교 시 식중독과 식품 영역이 주방

직원과 홀 직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대상 직원들의 정기 교육의 수혜는 79.9% 

이수한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국내 기업이 47.1%, 
국외 기업이 52.9%로 나타났으며, 정기 교육 수혜

의 경우 국내 기업 직원 76.7%, 국외 기업 82.9%
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에 따른차이검증에서 주방 직원의 국내 기

업과 국외 기업 비교 시 식중독과 식품, 주방 근무

직원의 점수 합계에서도 유의적인 영향을 보였다. 
홀직원의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의 비교 시 식중

독과 식품 영역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본 지식 평가 차이검증에서

소속은 주방과 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에는 식

품과 환경 위생, 식품 안전, 합계 점수가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현재 직장 경력은 1년 미만과

1년 이상 간에는 식품과 환경 위생, 식품 안전, 
합계 점수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정기 교육

수혜 여부는 이수자와 미 이수자 간에 식중독과

식품, 식품과 환경 위생, 식품 안전, 합계 점수에

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기업의 형태는 식중

독과 식품, 식품 안전 영역이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지

식 평가 결과 식중독과 식품, 식품과 환경 위생, 
그리고 총 평균에서 그룹별 차이를 보였으며, 전
체직장 경력에 따른 지식 평가 결과 식품과 환경

위생, 식품 안전, 총 평균 영역에서 그룹간의 유

의적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기 교육을 이수자그

룹이 네 영역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 정기 교육

의 필요성과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였고, 지식 수

준에서 낮은 정답율을 보인 항목으로 ‘위험 온도

범주’, ‘세균의 증식’, ‘해동 방법’, ‘냉각 방법’, ‘온
도 관리’로 시간-온도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중독 발생원인 인자

에 해당하는데 근래 섭취 장소별 식중독 발생 현

황에서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실천이 이뤄지는지 확인 평가하여야 한

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식품 위생 관련 지식 점수

가 높거나 양호하다고 하여 반드시 실천으로 연

결되지않음을 명심하고, 기업은 식품 위생 및 식

품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패밀리 레스토랑 직원들

의 식품 위생 및 안전 지식 수준을 국내․외 기

업 각 각 세 곳으로 한정하여 지식 평가를 조사

하였다는 것과 외식업체 대상의 선행 연구가 미

비하여 시험문항 구성의 어려움을 한계점으로볼

수 있으며, 향후 연구과제로 각종 업종과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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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지식 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기업에서는직원들의철저한개인위생및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

한 인식과 위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실행 후

반드시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

에 반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지속

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직원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이고, 학력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고, 직장 경력이 1년 미

만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보건증의 소지 여부

만으로 채용되고 있는 경향이다. 현재의 외식기

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교육 교재와 현장

에서 수시로 손쉽게 볼 수 있는 훈련 교본의 개

발과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현장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다. 

한글초록

본 연구는 서울․경기도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

토랑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과

식품 안전 지식 수준을 2008년 10월 10일부터 10
월 31일까지 조사하였으며, SPSS를 이용하여 149
부(회수율 82.8%)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참

여한 조사대상자의 정기 교육 이수는 79.9%, 정기

교육 이수의 경우 국내 기업 직원 76.7%, 국외 기

업 82.9%로 조사되었다. 식품 위생 및 식품 안전

영역별 전체평균 점수는 식중독과 식품은 3.95점
/5점, 개인 위생은 2.37점/3점, 식품 위생 및 환경

위생은 6.41점/9점, 식품 안전은 1.86점/3점으로 전

체 평균은 14.03점/20점(71.5점/100점)으로 나타

났다. 전체점수 비교에서는 국내 기업이 13.74점
/20점, 국외 기업이 14.3점/20점으로 국외 기업이

높게 나타났는데,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 비교 시

식중독과 식품 영역이 주방 직원과 홀 직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정기 교육 이수

자그룹이 네 영역 모두 높은 점수를 보여 정기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였고, 지
식 수준에서 낮은 정답율을 보인 항목으로 ‘위험

온도 범주’, ‘세균의 증식’, ‘해동 방법’, ‘냉각 방

법’, ‘온도 관리’로 시간-온도 관리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본 
차이검증에서는 소속, 학력, 직장 경력(현재, 전
체), 정기 교육 수혜 여부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냈는데, 특히 정기 교육 수혜에서는 교육 이수

자 그룹이 네 영역 보두 높은 점수를 보여 정기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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