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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anitary management status of chlorine sterilization methods used

for raw fruits in a school foodservice, and to suggest basic data for sanitary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raw fruits. A

questionnaire form predicated on HACCP standards was developed and utilized for self-reported evaluations of dietitians

regarding their sanitary management practices. The subjects consisted of 257 dietitians that were employed in school

(elementary·middle·high school) foodservic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AS packa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deemed necessary that optimized sterilization and washing methods for good microbiological

safety and quality of strawberries and bananas in school foodservice should be determined. Some strategies for future

improvement were also suggested. They included the following: (1) Improvement of policy for assuring the quality of raw

fruits by designing some sanitation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raw fruits; (2) Strengthening the research and

accumulation of background data regarding methods for the sanitation of raw fruits; (3) Enforced improvement of personal

hygiene for dietitians and employees; (4) Use of a variety of methods in sanitary education and employee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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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음식을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편식 교정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기여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향

후 합리적인 식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 있다(Park 1990).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 급속한 성

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

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생과 관련된 식중독 발생의 증가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급식시설의 미

비와 정착되지 않은 급식 위생관리 체계로 인해 식중독 발

생건수와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Park & Lim

2005). 특히 전체 식중독 발생 중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

율이 높아 1996년에는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19.4%이었으

나 2001년에는 70.0%를 최고로 2006년에는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64.5%를 차지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즉

10년 사이에 전체 식중독 환자수에 대한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의 비율이 3.3배를 넘고 있어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하였다. 학교급식 등의 집단급식에서는 단 한번의 오염으로

써 식중독이 대규모로 진전될 가능성, 그리고 빠르게 확산

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갖고 있어서 보건위생학적 측면을 보

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은 식품 독성균에 감수

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위해성이 크므로, 학교급식의 식중

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Kim 2003).

2000년 이후 국내 단체급식소에서 HACCP제도가 도입되

면서 생채소와 과일의 소독 과정은 대표적인 중요관리점

(CCP)으로 제시되었다.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지침서(교육인

적자원부 2004)에서도 채소·과일의 세척 및 소독을 CCP

5로 지정하여 채소·과일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한 다

음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세척 후 청결 상태와 이물질 잔존

여부를 확인한 후, 유효염소 농도 100 ppm 소독수에 5분

간 침지한 뒤 먹는물로 씻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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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급식소에서는 비가열 조리 생채소와 과일의 전처리

과정에서 염소 소독제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 때의 소

독 효과에 대한 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염소(chlorine)는 상업적으로 무기염소 형태의 차아염소

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또는 유기염소 형태인 이

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

으로 제품화되어 시판되고 있으며(Ha & Park 2006), 물에

잘 용해되고 강력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균, 바이러

스, 곰팡이 등의 병원성 미생물이나 부패균 등 광범위한 미

생물에 대한 효과적인 살균소독제로 이용되고 있다. 염소 화

합물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강한 살균제로 오랫동안 인식

되어 많은 나라에서 식품 가공 설비, 주변 환경과 물 등에

가장 일반적인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샐러드, 생채소

와 같은 최소가공농산물(minimally processed vegetable)

의 오염 방지에도 이용되고 있다(Kwon 2004). 염소 용액

의 항균작용은 그 광범위성이나 속효성에서 인정받고 있으

나 독성 때문에 너무 높은 농도나 장시간 사용시 이미, 이

취에 의한 관능적 품질의 저하, 과채류의 손상 및 잔류염소

에 의한 2차적 위해요소의 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러 번의 헹굼 과정을 거쳐 염소 농도를 식수와 동

일한 수준으로 낮추어야만 한다(Lee 2003).

학교급식에서 과일류의 경우 대부분 비가열 조리되어 배

식되고 교차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식품이므로 규정상 염소

용액 소독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신선 식품인 과일류의

세척에 관련하여 가장 큰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염소의

최적 농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나 염소 특유의 냄새를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50~100

ppm 사이의 범위 내에서 염소를 희석하여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guyen-the & Carlin 1994). 그

러나 염소를 이용하여 신선 과채류를 세척하였을 경우에 발

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 잔류염소에 의한 이미, 이취와 갈

변화 현상으로 인하여 관능적 품질의 저하와 과육의 손상 및

인체에 2차적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학적 검증을 통한 소독·세척 방법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 과일류 중 딸기와 같

이 소독·세척 처리 후 그대로 섭취하는 과일, 그리고 바나

나와 같이 소독·세척 처리 후 껍질을 제거하고 섭취하는

과일을 대상으로 염소수 소독 및 세척 방법에 대해서 현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

사하여 과일류의 품질 손상을 방지하고 관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소독 및 세척 방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66개교,

중학교 144개교, 고등학교 60개교의 영양사 27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7년 6월 25일부터 7월

30일에 걸쳐 설문지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가 직

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270부 중 응답이 불

충분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257부(회수율 95.2%)를 통계

처리하여 자료로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급식소의 운영

현황은 급식 규모가 1일 평균 500식으로 중식 1회를 제공

하고 있었고, 운영 형태는 193개 학교가 직영으로, 64개 학

교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조리 종사원의 수는 급식

소마다 7~8명 정도이었다.

2. 조사 내용

설문지의 내용은 현재 학교급식에서 과일류 소독시 사용

하고 있는 염소 소독제의 종류 및 일반적인 사용 방법 5문

항, 급식시 딸기의 소독 및 세척 방법 9문항, 급식시 바나

나의 소독 및 세척 방법 9문항, 딸기와 바나나의 배식 전 보

관 방법 각 1문항, 딸기와 바나나의 관능적 만족도 평가 각

2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2004)에서 지정된 채

소·과일의 세척 및 소독 방법을 기초로 연구 목적에 적합

하도록 재구성하여 작성하였고,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타당

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자료는 SAS 프로그램(version

9.1)(SAS Institute 2001)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현

재 학교급식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일류의 소독 및 세척 방

법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학교의 일반적 사항

은 빈도 및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염소 소독제의 일반적

인 사용 방법, 학교급식에서 실시하고 있는 딸기와 바나나

의 소독 및 세척 방법, 딸기와 바나나의 배식 전 보관 방법,

그리고 관능적 만족도 평가 등의 분석에서는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한 뒤 지역, 학교 형태, 염소 소독제 종류에 대한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염소 소독제의 사용 실태

조사 대상 학교의 소독제의 사용 실태는 <Table 1>과 같

았다. 조사 대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의 종류와

형태는 차이를 보였는데 79.0%의 학교에서 이염화이소시아

눌산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 DCCNa)을,

그리고 21.0%의 학교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NaOCl)을 과일류의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

었다.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하는 학교

중에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는 알약 형태

(51.3%)로 많이 사용하였으나 서울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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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루 형태(68.7%)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초·중·고등

학교에서는 가루 형태보다는 알약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였

다. 한편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의 초등

학교에서 액상 형태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지

역별 및 학교별로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의 종류와 형태는 다

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학교에서 과일류의 소독제로는 이

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의 알약 형태(42.0%), 이염화이소

시아눌산나트륨의 가루 형태(35.0%),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액체 형태(19.1%)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2. 염소 소독제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

과일류의 소독시 염소 소독액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염소 소독액을 제조하는 방식은

소독 직전 필요한 양만큼을 매번 제조하여 사용하는 학교가

63.0%로 하루에 필요한 분량 전체를 한번에 만들어 놓고 사

용하는 학교(37.0%)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교

(64.5%)와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제(66.7%)의 경우에는 하

루에 한번만 필요한 전체 양을 만들어 놓고 사용한 반면 중

학교(77.1%)와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소독제(70.9%)의

경우에는 소독이 필요할 때마다 직전에 일회 분량씩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염소 소독제의 제조 방법에 유의적인

(p<0.05) 차이를 보였다.

과일류를 소독하기 위한 염소 소독액 제조시 염소 소독액

의 농도 측정 확인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Table 3>

과 같았다. 대부분의 학교(87.5%)에서 염소 소독액 제조시

마다 염소 농도 측정용 페이퍼로 농도 확인을 하고 있었으

며, 하루에 한번만 측정하는 학교는 3.5%에 불과하였다. 또

한 정해진 사용 방법에 따라 소독액을 제조하기 때문에 농

도 확인을 위한 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교가 8.9%

로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교(29.0%)에서 농도 확인을 하

지 않는 경우가 유의적으로(p<0.01) 뚜렷이 높게 나타났으

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

는 경우에도 높은 비율(24.1%)로 농도 측정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2004)에

서 CCP 5의 중요관리점 관리 방안에 소독제의 유효염소 농

도(100 ppm)를 꼭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시

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과일류를 염소 소독하는 동안 새로운 염소 소독액으로의

<Table 1> Types of sanitizers used in schoolVariablesSodium hypochlorite N(%)

Variables
Sodium hypochlorite

(NaOCl) Subtotal
Sodium dichloroisocyanurate

(DCCNa) Subtotal Total
Liquid Powder Tablet Liquid Powder Tablet

Area of School
Kyunggido 45(28.5) 5(3.2) 0(0.0) 50(31.6) 5(3.2) 22(13.9) 81(51.3) 108(68.4) 158(61.5)
Seoul 4(4.0) 0(0.0) 0(0.0) 4(4.0) 0(0.0) 68(68.7) 27(27.3) 95(96.0) 99(38.5)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26(41.9) 5(8.1) 0(0.0) 31(50.0) 5(8.1) 8(12.9) 18(29.0) 31(50.0) 62(24.1)
Middle 23(16.4) 0(0.0) 0(0.0) 23(16.4) 0(0.0) 54(38.6) 63(45.0) 117(83.6) 140(54.5)
High 0(0.0) 0(0.0) 0(0.0) 0(0.0) 0(0.0) 28(50.9) 27(49.1) 55(100.0) 55(21.4)
Total 49(19.1) 5(1.9) 0(0.0) 54(21.0) 5(1.9) 90(35.0) 108(42.0) 203(79.0) 257(100.0)

<Table 2> Method for making chlorinated water during sanitizing of

fruits in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One time
a day

Everytime
before use Total χ

2

Area of school
Kyunggido 73(46.2) 85(53.8) 158(61.5) 3.3836NS
Seoul 22(22.2) 77(77.8) 99(38.5)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40(64.5) 22(35.5) 62(24.1)

7.3088*Middle 32(22.9) 108(77.1) 140(54.5)
High 23(41.8) 32(58.2) 55(21.4)
Type of sanitizers
NaOCl 36(66.7) 18(33.3) 54(21.0) 6.3731*DCCNa 59(29.1) 144(70.9) 203(79.0)
Total 95(37.0) 162(63.0) 257(100.0)

*p<0.05, NSNot significant

<Table 3> Frequency for measurent of concentration of chlorinated

water during sanitizing of fruits in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Everytime One time
a day No Total χ

2

Area of school
Kyunggido 135(85.4) 0(0.0) 23(14.6) 158(61.5) 7.0163NS
Seoul 90(90.9) 9(9.1) 0(0.0) 99(38.5)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
y 44(71.0) 0(0.0) 18(29.0) 62(24.1)

16.6359**Middle 135(96.4) 0(0.0) 5(3.6) 140(54.5)
High 46(83.6) 9(16.4) 0(0.0) 55(21.4)
Type of sanitizers
NaOCl 41(75.9) 0(0.0) 13(24.1) 54(21.0) 5.3770NS
DCCNa 184(90.6) 9(4.4) 10(4.9) 203(79.0)
Total 225(87.5) 9(3.5) 23(8.9) 257(100.0)

**p<0.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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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여부에 관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일정한 양의

과일을 소독한 후 매번 염소 소독액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염소 소독액에서 과일을 소독하는 경우가 59.5%, 2~3회 염

소 소독액을 사용한 후 교체하는 경우가 28.0%, 그리고 전

혀 교체하지 않고 과일 전량을 소독하는 경우가 12.5%를 차

지하였으며, 지역별, 학교별, 또는 염소 소독제 종류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염소 소독제의 살균 효과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염소 화합물의 농도, pH, 온도, 노출

시간, 유기물의 존재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won

2004), Park 등(2005)은 염소계 소독제를 이용하는 경우

소독제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기물과 반응하여 유효

농도가 감소하므로 소독 시행 직전에 소독액을 제조하여야

하며, 매번 test paper나 잔류염소 측정기를 사용하여 농도

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한번 소독액을 사

용 후 버리고 다시 교체하지 않고 2~3회 이상 계속 사용하

거나 전혀 교체하지 않는 경우가 약 40% 정도에 달하므로

이는 소독액의 유효염소 농도가 감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하여 반드시 1회 사용 후 정확한 유효염소 농도의 소독액으

로 교체하여 과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딸기와 바나나의 세척 및 소독 방법

1) 애벌세척 방법

딸기와 바나나의 염소 소독 전 애벌세척 수행 여부 및 횟

수와 수행 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Table 5>와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딸기와 바나나 모두 1회 애벌세척하는 학교가 각각 38.1%

와 47.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2회 애벌세척, 3회 애벌세척의 순이었다. 애벌세척을 전혀

하지 않는 학교도 딸기의 경우 10.9%, 바나나의 경우 12.8%

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학교별 및 염소 소독제 종류에 따

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im 등(2004)은 배추의 염소 소독시 애벌세척을 실시한

처리구에서는 염소수 침지 후 표준평판균수가 4.10 log

CFU/g, 헹굼과정 직후 4.06 log CFU/g이었으며, 애벌세

척 없이 바로 염소수에 침지한 처리구에서는 침지 후 4.43

log CFU/g, 헹굼 과정 후 4.42 log CFU/g으로 애벌세척

을 한 후 염소 소독을 실시한 경우가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

으며, 대장균군수의 경우에도 애벌세척을 실시한 경우가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Kim(2003)은 살균소독제는 침적물의 유기화합물과 반

응함으로써 살균력이 급격하게 감소되어지며, 깨끗하지 않

은 표면 은 살균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염소 소독 전 과일류의 애

벌세척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10% 정도의 학교에서 실시하

지 않고 있었으므로 애벌세척을 실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미생물 수치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된

결과(Kim 등 2004)에서와 같이, 과일류를 염소수를 이용

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애벌세척을 실시하

는 것이 소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애벌세척을 수행하는 학교에서 딸기와 바나나를 애벌세척

하는 방법에 대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딸기의 경우

‘흐르는 물에 딸기를 담궈 놓는다’가 38.9%, ‘흐르는 물에

서 딸기를 손으로 씻는다’가 24.5%, ‘정치된 물에 딸기를

담궈 놓는다’가 18.3%, ‘정치된 물에서 딸기를 손으로 씻는

다’도 18.3%로 나타났으며, 바나나의 경우에는 ‘흐르는 물

에서 바나나를 손으로 씻는다’(37.1%), ‘흐르는 물에 바나

나를 담궈 놓는다’(28.1%), ‘정치된 물에서 바나나를 손으

로 씻는다’(19.6%), ‘정치된 물에 바나나를 담궈 놓는다’

(15.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딸기와 바나나를 애

벌세척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역별과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

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각 학교마

다 서로 다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딸기의 경우에

는 학교 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바나나의 경

우에는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이며 학교별로 바나나

를 애벌세척하는 방법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딸기와 바나나의 애벌세척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딸기

의 조직이 바나나보다 연하여 쉽게 품질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과일의 종류에 따

라서 과일 조직의 과도한 손상을 방지하고 관능적 품질을 최

대한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과일의 특성에 적합한 구

체적인 애벌세척 방법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

었다.

2) 염소 소독 방법

딸기와 바나나의 염소 소독 수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

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정확히 100 ppm 염소 소독

액에서 딸기와 바나나를 소독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각각

<Table 4> Frequency for exchange of chlorinated water during sani-

tizing of fruits in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Everytime
after use

One time
after 2~3 
times use

No Total χ
2

Area of school
Kyunggido 103(65.2) 35(22.2) 20(12.7) 158(61.5) 7.6348NS
Seoul 50(50.5) 37(37.4) 12(12.1) 99(38.5)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
y 44(71.0) 13(21.0) 5(8.1) 62(24.1)

1.1928NS
Middle 77(55.0) 45(32.1) 18(12.9) 140(54.5)
High 32(58.2) 14(25.5) 9(16.4) 55(21.4)
Type of sanitizers
NaOCl 31(57.4) 18(33.3) 5(9.3) 54(21.0) 0.2163NS
DCCNa 122(60.1) 54(26.6) 27(13.3) 203(79.0)
Total 153(59.5) 72(28.0) 32(12.5) 257(100.0)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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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quency for pre-rinsing of fruits during washing and sanitation in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Strawberry Banana

0 time 1 time 2 times 3 times Total χ
2 0 time 1 time 2 times 3 times Total χ

2

Area of school
Kyunggido 16(10.1) 62(39.2) 54(34.2) 26(16.5) 158(61.5) 3.4347NS 8(5.1) 75(47.5) 56(35.4) 19(12.0) 158(61.5) 6.2325NS
Seoul 12(12.1) 36(36.4) 35(35.4) 16(16.2) 99(38.5) 25(25.3) 46(46.5) 28(28.3) 0(0.0) 99(38.5)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7(11.3) 23(37.1) 20(32.3) 12(19.4) 62(24.1)

5.0410NS
0(0.0) 27(43.5) 25(40.3) 10(16.1) 62(24.1)

4.9301NSMiddle 17(12.1) 55(39.3) 51(36.4) 17(12.1) 140(54.5) 28(20.0) 67(47.9) 36(25.7) 9(6.4) 140(54.5)
High 4(7.3) 20(36.4) 18(32.7) 13(23.6) 55(21.4) 5(9.1) 27(49.1) 23(41.8) 0(0.0) 55(21.4)
Type of sanitizers
NaOCl 10(18.5) 18(33.3) 14(25.9) 12(22.2) 54(21.0) 2.6160NS 0(0.0) 31(57.4) 14(25.9) 9(16.7) 54(21.0) 7.1971NS
DCCNa 18(8.9) 80(39.4) 75(36.9) 30(14.8) 203(79.0) 33(16.3) 90(44.3) 70(34.5) 10(4.9) 203(79.0)
Total 28(10.9) 98(38.1) 89(34.6) 42(16.3) 257(100.0) 33(12.8) 121(47.1) 84(32.7) 19(7.4) 257(100.0)

NSNot significant

<Table 6> Methods for pre-rinsing of fruits during washing and sanitation in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Strawberry Banana

A1) B2) C3) D4) Total χ
2 A1) B2) C3) D4) Total χ

2

Area of school
Kyunggido 58(40.3) 27(18.8) 27(18.8) 32(22.2) 144(62.9) 3.8801NS 44(29.3) 54(36.0) 22(14.7) 30(20.0) 150(67.0) 4.2345NS
Seoul 31(36.5) 29(34.1) 15(17.6) 10(11.8) 85(37.1) 19(25.7) 29(39.2) 12(16.2) 14(18.9) 74(33.0)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31(53.4) 9(15.5) 5(8.6) 13(22.4) 58(25.3)

4.8918NS
26(41.9) 5(8.1) 5(8.1) 26(41.9) 62(27.7)

22.9072***Middle 36(29.8) 41(33.9) 26(21.5) 18(14.9) 121(52.8) 31(27.7) 58(51.8) 5(4.5) 18(16.1) 112(50.0)
High 22(44.0) 6(12.0) 11(22.0) 11(22.0) 50(21.8) 6(12.0) 20(40.0) 24(48.0) 0(0.0) 50(22.3)
Type of sanitizers
NaOCl 18(36.0) 4(8.0) 14(28.0) 14(28.0) 50(21.8) 6.6085NS 18(33.3) 9(16.7) 9(16.7) 18(33.3) 54(24.1) 6.5153NS
DCCNa 71(39.7) 52(29.1) 28(15.6) 28(15.6) 179(78.2) 45(26.5) 74(43.5) 25(14.7) 26(15.3) 170(75.9)
Total 89(38.9) 56(24.5) 42(18.3) 42(18.3) 229(100.0) 63(28.1) 83(37.1) 34(15.2) 44(19.6) 224(100.0)

1)A: Immersing in running water
2)B: Hand washing in running water
3)C: Immersing in standing water
4)D: Hand washing in standing water
***p<0.0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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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와 89.1%이었으며, 염소 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교도 딸기와 바나나 모두 10.9%에 달하였다. 딸기의 경

우는 100 ppm 이하 농도의 염소 소독액에서 소독한다고 응

답한 학교가 8.9%로 나타났는데, 특히 서울 지역의 학교

(13.1%)가 경기도 지역의 학교(6.3%)보다 유의적으로

(p<0.05) 높았으며, 학교별 및 염소 소독제 종류별로는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14.5%의 초등학교와 9.1%의 고등

학교, 그리고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소독제를 사용하는

9.4%의 학교가 100 ppm 이하의 농도에서 딸기를 염소 소

독하였다. 이것은 부드러운 과육을 가진 딸기의 조직적인 특

성에 따라 과육의 조직감 손상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되었

다. 그러나 Park 등(2008a)은 과일류의 수도수 세척에 의

한 미생물 제거 효과와 과일류의 부착 미생물에 대한 염소

수 소독의 효과에 대한 연구의 결과에서 딸기와 바나나를 염

소수에 소독하였을 때 표면 미생물의 제거 효과가 뚜렷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교육인

적자원부 2004)의 CCP 5에 따라 모든 과일류의 염소 소독

은 필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과일 종류와 특성에 따라 과

육의 손상, 관능적인 품질면에서의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

는 적절한 염소수 농도의 사용 등 염소수 소독 방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과일류의 염소 소독시 염소 소독액에 침지하는 시간을 조

사한 결과<Table 8>를 보면, 딸기와 바나나 모두 5~6분 동

안 침지한다고 응답한 학교가 각각 63.3%와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교육인적자

원부 2004)에서 침지시간을 5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딸기의 경우 5분

미만의 1~4분 동안만 침지하는 학교가 36.6%에 달하였으

며, 바나나의 경우는 7~8분 동안 침지하는 학교(2.2%)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바나나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유의적인(p<0.05) 차이를 보이며 염소 소독액에 침지

하는 시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과일의 종류에 따

라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침지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되었다.

염소 소독시 과일류를 소독하는 방법에 대한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딸기를 염소 소독액에 침지하는

학교가 90.0%이었고, 염소 소독액 안에서 손으로 세척하는

경우가 10.0%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교별, 소독제의 종류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경기도 지역(92.3%)과

고등학교(100.0%)에서 서울 지역(86.9%)이나 초등학교

(81.6%)와 중학교(88.8%)에 비해 염소 소독액에 침지하여

소독하는 학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나나의 경우는 73.4%의 학교가 염소 소독액에 침지하

여 소독하였고, 26.6%의 학교가 염소 소독액 안에서 손으

로 세척하여 딸기와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 지역의

학교는 89.5%가 염소 소독액에 침지시키는 반면 서울 지역

의 53.5%의 학교는 염소 소독액 안에서 손으로 세척하여 유

의적인(p<0.001)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하는 학교는 100% 소독액에 바나나를 침지하

여 소독하였으나,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소독제를 사용

하는 학교는 65.1%만이 염소 소독액에 침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적(p<0.05)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과일

의 모양, 형태 등에 따른 특성에 따라서 소독하는 방법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3) 후세척 방법

딸기와 바나나의 소독을 실시한 다음 후세척 수행 여부 및

횟수, 그리고 후세척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Table 10>과 <Table 11>과 같았다.

<Table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딸기의 경우는 후세척을

2회(43.6%), 3회(31.1%), 1회(8.9%), 4회 이상(5.4%)의 순

으로 실시하였으며, 바나나의 경우에는 3회(38.1%), 2회

<Table 7> The response to the sanitation of fruits using chlorinated water in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Strawberry Banana
Sanitize in chlorinated 

water Not sanitize Total χ
2

Sanitize in chlorinated 
water Not sanitize Total χ

2

100 ppm <100 ppm 100 ppm <100 ppm
Area of school
Kyunggido 120(75.9) 10(6.3) 28(7.7) 158(61.5) 6.6333* 143(90.5) 0(0.0) 15(9.5) 158(61.5) 1.3208NS
Seoul 86(86.9) 13(13.1) 0(0.0) 99(38.5) 86(86.9) 0(0.0) 13(13.1) 99(38.5)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40(64.5) 9(14.5) 13(21.0) 62(24.1)

3.8316NS
62(100.0) 0(0.0) 0(0.0) 62(24.1)

3.3781NSMiddle 116(82.9) 9(6.4) 15(10.7) 140(54.5) 121(86.4) 0(0.0) 19(13.6) 140(54.5)
High 50(90.9) 5(9.1) 0(0.0) 55(21.4) 46(83.6) 0(0.0) 9(16.4) 55(21.4)
Type of sanitizers
NaOCl 36(66.7) 4(7.4) 14(25.9) 54(21.0) 3.1444NS 54(100.0) 0(0.0) 0(0.0) 54(21.0) 2.2384NS
DCCNa 170(83.7) 19(9.4) 14(6.9) 203(79.0) 175(86.2) 0(0.0) 28(13.8) 203(79.0)
Total 206(80.2) 23(8.9) 28(10.9) 257(100.0) 229(89.1) 0(0.0) 28(10.9) 257(100.0)

*p<0.05, NSNot significant



학
교
급
식
에
서
 과
일
류
 전
처
리
시
 소
독
 방
법
 조
사

4
5

<Table 8> Immersion time in chlorinated water for sanitation of fruits at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Strawberry Banana

1~2 min 3~4 min 5~6 min 7~8 min Total χ
2 1~2 min 3~4 min 5~6 min 7~8 min Total χ

2

Area of school
Kyunggido 17(13.1) 30(23.1) 83(63.8) 0(0.0) 130(56.8) 2.4797NS 9(6.3) 15(0.5) 119(83.2) 0(0.0) 143(62.4) 8.1404*Seoul 25(25.3) 12(12.1) 62(62.6) 0(0.0) 99(43.2) 0(0.0) 18(20.9) 63(73.3) 5(5.8) 86(37.6)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9(18.4) 4(8.2) 36(73.5) 0(0.0) 49(21.4)

1.9816NS
0(0.0) 5(8.1) 57(91.9) 0(0.0) 62(27.1)

8.4605NSMiddle 27(21.6) 22(17.6) 76(60.8) 0(0.0) 125(54.6) 9(7.4) 14(11.6) 98(81.0) 0(0.0) 121(52.8)
High 6(10.9) 16(29.1) 33(60.0) 0(0.0) 55(24.0) 0(0.0) 14(30.4) 27(58.7) 5(10.9) 46(20.1)
Type of sanitizers
NaOCl 4(10.0) 4(10.0) 32(80.0) 0(0.0) 40(17.5) 0.9991NS 4(7.4) 4(7.4) 46(85.2) 0(0.0) 54(23.6) 1.4502NS
DCCNa 38(20.1) 38(20.1) 113(59.8) 0(0.0) 189(82.5) 5(2.9) 29(16.6) 136(77.7) 5(2.9) 175(76.4)
Total 42(18.3) 42(18.3) 145(63.3) 0(0.0) 229(100.0) 9(3.9) 33(14.4) 182(79.5) 5(2.2) 229(100.0)

*p<0.05, NSNot significant

<Table 9> Methods for saritation of fruits in chlorinated water at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Strawberry Banana

Immersing Hand washing Total χ
2 Immersing Hand washing Total χ

2

Area of school
Kyunggido 120(92.3) 10(7.7) 130(56.8) 0.9280NS 128(89.5) 15(10.5) 143(62.4) 11.3792***Seoul 86(86.9) 13(13.1) 99(43.2) 40(46.5) 46(53.5) 86(37.6)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40(81.6) 9(18.4) 49(21.4)

1.9084NS
62(100.0) 0(0.0) 62(27.1)

5.9051NSMiddle 111(88.8) 14(11.2) 125(54.6) 79(65.3) 42(34.7) 121(52.8)
High 55(100.0) 0(0.0) 55(24.0) 27(58.7) 19(41.3) 46(20.1)
Type of sanitizers
NaOCl 36(90.0) 4(10.0) 40(17.5) 0.0099NS 54(100.0) 0(0.0) 54(23.6) 5.7387*DCCNa 170(89.9) 19(10.1) 189(82.5) 114(65.1) 61(34.9) 175(76.4)
Total 206(90.0) 23(10.0) 229(100.0) 168(73.4) 61(26.6) 229(100.0)

*p<0.05, ***p<0.0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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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1회(14.4%), 4회 이상(1.9%)의 순으로 실시한다

고 응답하였다. 지역에 따라서 딸기와 바나나의 경우 모두

후세척 횟수에 유의적인(p<0.05) 차이를 보였는데, 경기도

지역의 학교는 딸기와 바나나 모두 3회 후세척을 가장 많이

실시한 반면 서울 지역의 학교는 2회 후세척을 많이 실시하

고 있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2004)에 따르면 소독수에 침지한 후 먹는물로 씻고 헹굼물

의 청정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Park 등(2008a)

은 염소수 소독 후 후세척 횟수가 증가할수록 균수의 감소

가 증가하였으며, 3회 물세척을 실시한 후에는 딸기와 바나

나 표면 미생물의 감소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 Solberg

등(1990)이 제시한 기준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 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학교 중에 소독 후 후

세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교가 딸기와 바나나의 경우 각

각 10.9%와 8.9%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영양사 및 조리종사

자에 대한 교육과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독 후 과일류를 후세척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Table 11>를 보면 딸기의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담궈 놓

는다’가 36.7%,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씻는다’가 32.8%,

‘정치된 물에서 손으로 씻는다’가 20.5%로 나타났으며, 지

역별, 학교별 및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바나나의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씻는다’가 33.3%, ‘정치된 물에서 손으로 씻는다’가

31.2%, ‘흐르는 물에 담궈 놓는다’가 25.2%로 나타났으며,

소독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에 따라서 학교에서 후세척하

는 방법에 유의적인(p<0.05)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이 딸

기와 바나나의 후세척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것은 두

과일의 외형적 및 조직적인 특성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되었다.

4. 딸기와 바나나의 배식 전 보관 방법

세척·소독 후 딸기와 바나나를 배식하기 전까지 보관하

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딸기의 보관 방법은 ‘실온에서 1시간 이하 보관한다’가

32.7%, ‘실온에서 2시간 이하 보관한다’가 23.7%로 56.4%

가 실온에 보관하였으며, ‘냉장 온도에서 2시간 이하 보관

한다’가 25.3%. ‘냉장 온도에서 1시간 이하 보관한다’가

18.3%로 43.6%가 냉장 온도에 보관하였다. 학교 형태에 따

라서는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배식 전까지 실온에서 1시간 이하(33.9%)와 2시간 이하

(62.9%) 보관하는 학교가 96.8%로 대부분의 학교가 배식

까지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냉장 보

관 후 1시간 또는 2시간 이내에 배식하는 학교는 중학교에

서는 각각 25.7%와 29.3%로 전체 중학교 중 55.0%, 고등

학교에서는 각각 20.0%와 40.0%로 전체 고등학교 중

60.0% 정도로 나타났다.

바나나의 경우 40.9%가 ‘실온에서 1시간 이하 보관한다’,

42.4%가 ‘실온에서 2시간 이하 보관한다’라고 응답하여

83.3%의 학교에서 바나나를 실온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경기도 지역(93.7%)에서 서울 지역

(66.6%)보다 유의적으로(p<0.05) 많은 학교에서 세척 후 실

온에 보관한 다음 1시간 또는 2시간 이내에 배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

나 일부 중학교(20.7%)와 고등학교(25.5%)에서 바나나를

냉장 보관한 후 배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일반적

으로 과일류는 저온에서 저장하지만 바나나와 같이 아열대

산 청과물은 10oC 이하에서 저장하면 생리적 장해를 받아서

품질이 저하되는 저온장해현상(chilling injury)이 나타나

므로 상온 저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김 등

2002) 영양사와 조리종사자들에게 식품의 적합한 보관 방

법 및 취급 방법에 대한 식품학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5. 딸기와 바나나의 관능적 만족도 평가

학교급식에서 배식된 딸기와 바나나를 섭취한 후 염소취

와 맛, 색깔, 질감 등의 관능적인 품질 저하에 의한 학생들

의 불만족한 의사 표시에 대한 빈도를 조사한 결과를 <Table

13>과 <Table 14>에 나타내었다.

<Table 13>에서 보면 딸기를 섭취한 후 염소취에 의한 불

평은 ‘거의 없었다’(25.7%)와 ‘전혀 없었다’(65.4%)로

91.1%가 불만의 표시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8.9%가 ‘가끔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경

기도 지역의 학교(12.0%)와 초등학교(14.5%)에서는 염소취

에 의한 학생들의 불만이 가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

나나를 섭취한 후에는 염소취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다’

(23.7%)와 ‘전혀 없었다’(76.3%)로 바나나에서 염소취에 의

한 불만족은 거의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였다.

<Table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딸기의 맛, 색깔, 질감

등의 관능적인 품질 저하에 따른 불만은 ‘거의 없었다’가

36.6%와 ‘전혀 없었다’가 41.6%로 78.2%의 학교에서 불만

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만의 표시가 ‘가끔

있었다’가 19.8%, ‘자주 있었다’가 1.9%로 21.7%가 관능적

인 면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에 따

라서는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였으며 서울 지역 학

교에서는 5.1%의 학교에서 불만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났다. 이것은 Park 등(2008b)이 100 ppm 염소수에서 소

독·세척 처리를 한 딸기의 관능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딸

기의 외관, 색깔, 조직감, 맛과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유의

적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

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바나나의 맛, 색깔,

조직감 등의 관능적인 면도 96.5%의 학교에서 거의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3.5%의 학교에서만 ‘가끔 있었

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바나나를 100 ppm의 염소수에

소독·세척한 후 실시한 관능검사에서 100 ppm의 염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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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requency for post-rinsing of fruits during washing and sanitation in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Strawberry Banana

0 time 1 time 2 times 3 times ≥4 times Total χ
2 0 time 1 time 2 times 3 times ≥4 times Total χ

2

Area of school
Kyunggido 19(12.0) 14(8.9) 59(37.3) 66(41.8) 0(0.0) 158(61.5) 8.9492* 5(3.2) 10(6.3) 67(42.4) 76(48.1) 0(0.0) 158(61.5) 8.8823*Seoul 9(9.1) 9(9.1) 53(53.5) 14(14.1) 14(14.1) 99(38.5) 18(18.2) 27(27.3) 27(27.3) 22(22.2) 5(5.1) 99(38.5)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9(14.5) 0(0.0) 22(35.5) 31(50.0) 0(0.0) 62(24.1)

7.0082NS
0(0.0) 0(0.0) 36(58.1) 26(41.9) 0(0.0) 62(24.1)

4.7766NSMiddle 14(10.0) 18(12.9) 56(40.0) 43(30.7) 9(6.4) 140(54.5) 14(10.0) 28(20.0) 39(27.9) 54(38.6) 5(3.6) 140(54.5)
High 5(9.1) 5(9.1) 34(61.8) 6(10.9) 5(9.1) 55(21.4) 9(16.4) 9(16.4) 19(34.5) 18(32.7) 0(0.0) 55(21.4)
Type of sanitizers
NaOCl 4(7.4) 4(7.4) 14(25.9) 32(59.3) 0(0.0) 54(21.0) 5.6749NS 0(0.0) 0(0.0) 18(33.3) 36(66.7) 0(0.0) 54(21.0) 5.3049NS
DCCNa 24(11.8) 19(9.4) 98(48.3) 48(23.6) 14(6.9) 203(79.0) 23(11.3) 37(18.2) 76(37.4) 62(30.5) 5(2.5) 203(79.0)
Total 28(10.9) 23(8.9) 112(43.6) 80(31.1) 14(5.4) 257(100.0) 23(8.9) 37(14.4) 94(36.6) 98(38.1) 5(1.9) 257(100.0)

*p<0.05, NSNot significant

<Table 11> Methods for post-rinsing of fruits during washing and sanitation in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Strawberry Banana

A1) B2) C3) D4) Total χ
2 A1) B2) C3) D4) Total χ

2

Area of school
Kyunggido 45(32.4) 43(30.9) 20(14.4) 31(22.3) 139(60.7) 5.8336NS 50(32.7) 43(28.1) 17(11.1) 43(28.1) 153(65.4) 6.0061NS
Seoul 39(43.3) 32(35.6) 3(3.3) 16(17.8) 90(39.3) 9(11.1) 35(43.2) 7(8.6) 30(37.0) 81(34.6)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24(45.3) 10(18.9) 9(17.0) 10(18.9) 53(23.1)

8.7117NS
16(25.8) 9(14.5) 12(19.4) 25(40.3) 62(26.5)

10.3952NSMiddle 48(38.1) 53(42.1) 0(0.0) 25(19.8) 126(55.0) 43(34.1) 50(39.7) 2(1.6) 31(24.6) 126(53.8)
High 12(24.0) 12(24.0) 14(28.0) 12(24.0) 50(21.8) 4(8.7) 19(41.3) 6(13.0) 17(37.0) 46(19.7)
Type of sanitizers
NaOCl 23(46.0) 0(0.0) 9(18.0) 18(36.0) 50(21.8) 7.5792NS 23(42.6) 3(5.6) 4(7.4) 24(44.4) 54(23.1) 8.9778*DCCNa 61(34.1) 75(41.9) 14(7.8) 29(16.2) 179(78.2) 36(20.0) 75(41.7) 20(11.1) 49(27.2) 180(76.9)
Total 84(36.7) 75(32.8) 23(10.0) 47(20.5) 229(100.0) 59(25.2) 78(33.3) 24(10.3) 73(31.2) 234(100.0)
1)A: Immersing in running water
2)B: Hand washing in running water
3)C: Immersing in standing water
4)D: Hand washing in standing water
*p<0.05,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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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Holding methods for fruits after washing and sanitation in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Strawberry Banana

Room temp. Refrigeration temp.
Total χ

2 Room temp. Refrigeration temp.
Total χ

2

≤1 hr ≤2 hr ≤1 hr ≤2 hr ≤1 hr ≤2 hr ≤1 hr ≤2 hr
Area of school
Kyunggido 49(31.0) 53(33.5) 19(12.0) 37(23.4) 158(61.5) 5.8967NS 72(45.6) 76(48.1) 0(0.0) 10(6.3) 158(61.5) 8.5840*Seoul 35(35.4) 8(8.1) 28(28.3) 28(28.3) 99(38.5) 33(33.3) 33(33.3) 19(19.2) 14(14.1) 99(38.5)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21(33.9) 39(62.9) 0(0.0) 2(3.2) 62(24.1)

16.4678*
26(41.9) 36(58.1) 0(0.0) 0(0.0) 62(24.1)

4.9662NSMiddle 41(29.3) 22(15.7) 36(25.7) 41(29.3) 140(54.5) 51(36.4) 60(42.9) 14(10.0) 15(10.7) 140(54.5)
High 22(40.0) 0(0.0) 11(20.0) 22(40.0) 55(21.4) 28(50.9) 13(23.6) 5(9.1) 9(16.4) 55(21.4)
Type of sanitizers
NaOCl 9(16.7) 27(50.0) 4(7.4) 14(25.9) 54(21.0) 6.5432NS 9(16.7) 41(75.9) 4(7.4) 0(0.0) 54(21.0) 7.4456NS
DCCNa 75(36.9) 34(16.7) 43(21.2) 51(25.1) 203(79.0) 96(47.3) 68(33.5) 15(7.4) 24(11.8) 203(79.0)
Total 84(32.7) 61(23.7) 47(18.3) 65(25.3) 257(100.0) 105(40.9) 109(42.4) 19(7.4) 24(9.3) 257(100.0)

*p<0.05, NSNot significant

<Table 13> Frequency of complaint about smell of chlorine after intake of fruits in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Strawberry Banana

Very often Sometimes Seldom Never Total χ
2 Very often Sometimes Seldom Never Total χ

2

Area of school
Kyunggido 0(0.0) 19(12.0) 37(23.4) 102(64.6) 158(61.5) 1.6050NS 0(0.0) 0(0.0) 35(22.2) 123(77.8) 158(61.5) 1.4033NS
Seoul 0(0.0) 4(4.0) 29(29.3) 66(66.7) 99(38.5) 0(0.0) 0(0.0) 26(26.3) 73(73.7) 99(38.5)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0(0.0) 9(14.5) 13(21.0) 40(64.5) 62(24.1)

0.9072NS
0(0.0) 0(0.0) 10(16.1) 52(83.9) 62(24.1)

2.7991NSMiddle 0(0.0) 9(6.4) 36(25.7) 95(67.9) 140(54.5) 0(0.0) 0(0.0) 28(20.0) 112(80.0) 140(54.5)
High 0(0.0) 5(9.1) 17(30.9) 33(60.0) 55(21.4) 0(0.0) 0(0.0) 23(41.8) 32(58.2) 55(21.4)
Type of sanitizers
NaOCl 0(0.0) 9(16.7) 4(7.4) 41(75.9) 54(21.0) 2.9502NS 0(0.0) 0(0.0) 14(25.9) 40(74.1) 54(21.0) 0.0158NS
DCCNa 0(0.0) 14(6.9) 62(30.5) 127(62.6) 203(79.0) 0(0.0) 0(0.0) 47(23.2) 156(76.8) 203(79.0)
Total 0(0.0) 23(8.9) 66(25.7) 168(65.4) 257(100.0) 0(0.0) 0(0.0) 61(23.7) 196(76.3) 257(100.0)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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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 후에도 바나나는 껍질 부분은 제거하고 과육 부

분만을 섭취하기 때문에 조직감, 맛,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보통 이상의 좋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고 Park 등(2008b)

이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바나나의 경우

도 딸기와 마찬가지로 유의적(p<0.05) 차이가 나타나 서울

지역 학교에서만 가끔 불만의 표시(9.1%)가 있었다.

이와 같이 딸기는 바나나와 달리 염소취 발생과 맛, 색깔,

질감 등 관능적인 품질면에서의 손상에 의한 학생들의 불만

이 가끔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

결할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학교급식에서 이용되는

과일류의 염소 소독을 실시할 때 애벌세척, 소독, 후세척 등

의 방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며, 둘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영양사와 조리종사

자가 과일류를 포함한 식품류의 식품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위생적인 취급 및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

도록 해야 할 것이며, 셋째, 과일류의 종류별에 따른 소독·

세척 방법에 대한 소독 효과 및 학교 급식소에서의 적용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소독·세척 방법 및

배식 전 보관 방법에 따른 과일류의 관능적인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학교급식에서 실행되고 있는 과일류의 소

독 및 세척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른 딸기와 바나나의 소독 및 세척 방법의 효율

적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257개교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과 같았다.

1. 학교급식에서 과일류의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제는 이

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

DCCNa)의 알약 형태(42.0%), 이염화이소시아눌산 나트륨의

가루 형태(35.0%),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NaOCl)의 액체 형태(19.1%)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

으며, 소독 직전 필요한 양만큼을 매번 제조하여 사용하는

학교가 63.0%로 나타났고, 87.5%의 학교에서 염소 소독액

제조시마다 염소 농도 측정용 페이퍼로 농도 확인을 하고 있

었다. 또 과일류를 염소 소독하는 동안 일정한 양의 과일을

소독한 후 매번 염소 소독액을 버리고 새로운 염소 소독액

으로 교체한다(59.5%), 2~3회 염소 소독액을 사용한 후 교

체한다(28.0%), 전혀 교체하지 않고 과일 전량을 소독한다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딸기와 바나나의 염소 소독 전 애벌세척은 딸기와 바

나나 모두 1회 실시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방법으

로 딸기의 경우 흐르는 물에 담궈 놓는다가 38.9%로 가장

많았고, 바나나의 경우는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씻는다가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딸기와 바나나의 염소 소독시

정확히 100 ppm 염소 소독액에서 소독한다고 응답한 학교

가 각각 80.2%와 89.1%이었으며, 소독액에 침지 시간은 딸

기와 바나나 모두 5~6분 동안 침지한다고 응답한 학교가

각각 63.3%와 79.5%로 가장 많았고, 소독 방법은 딸기와

바나나를 염소 소독액에 침지하는 학교가 각각 90.0%와

73.4%이었다.

3. 후세척 횟수는 딸기의 경우는 2회(43.6%), 3회(31.1%),

1회(8.9%), 4회 이상(5.4%)의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바나

나의 경우에는 3회(38.1%), 2회(36.6%), 1회(14.4%), 4회

이상(1.9%)의 순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후세척하는

방법으로 딸기의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담궈 놓는다(36.7%),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씻는다(32.8%), 정치된 물에서 손으

로 씻는다(20.5%)의 순이었고, 바나나의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씻는다(33.3%), 정치된 물에서 손으로 씻는

다(31.2%), 흐르는 물에 담궈 놓는다(25.2%)의 순서로 나

타났다.

<Table 14> Frequency of complaint about sensory deterioration after intake of fruits in school foodservice N(%)

Variables
Strawberry Banana

Very 
often

Some-
times Seldom Never Total χ

2 Very 
often

Some-
times Seldom Never Total χ

2

Area of school
Kyunggido 0(0.0) 35(22.2) 57(36.1) 66(41.8) 158(61.5) 13.2621*** 0(0.0) 0(0.0) 40(25.3) 118(74.7) 158(61.5) 10.6358*Seoul 5(5.1) 16(16.2) 37(37.4) 41(41.4) 99(38.5) 0(0.0) 9(9.1) 40(40.4) 50(50.5) 99(38.5)
Classification of school
Elementary 0(0.0) 13(21.0) 13(21.0) 36(58.1) 62(24.1)

4.1753NS
0(0.0) 0(0.0) 10(16.1) 52(83.9) 62(24.1)

3.4619NSMiddle 5(3.6) 32(22.9) 59(42.1) 44(31.4) 140(54.5) 0(0.0) 4(2.9) 47(33.6) 89(63.6) 140(54.5)
High 0(0.0) 6(0.9) 22(40.0) 27(49.1) 55(21.4) 0(0.0) 5(9.1) 23(41.8) 27(49.1) 55(21.4)
Type of sanitizers
NaOCl 0(0.0) 14(25.9) 18(33.3) 22(40.7) 54(21.0) 0.5098NS 0(0.0) 0(0.0) 18(33.3) 36(66.7) 54(21.0) 0.5908NS
DCCNa 5(2.5) 37(18.2) 76(37.4) 85(41.9) 203(79.0) 0(0.0) 9(4.4) 62(30.5) 132(65.0) 203(79.0)
Total 5(1.9) 51(19.8) 94(36.6) 107(41.6) 257(100.0) 0(0.0) 9(3.5) 80(31.1) 168(65.4) 257(100.0)

*p<0.05, ***p<0.001,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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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일을 세척 후 배식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딸기와 바나나 모두 실온에서 1~2시간 이하 보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학교급식에서 배식된 딸기를 섭취한 후 염소취에 대하

여 91.1%는 불만의 표시가 없었으나 8.9%가 가끔 불만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맛, 색깔, 질감 등의 관능적인 품질 저

하에 따른 불만도 78.2%가 없었지만 21.8%는 불만이 있었

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바나나를 섭취한 후 염소취와

관능적인 면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과일류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

해 필수적인 식품군이나 토양에서 직접 재배되며 수확 및 운

송, 처리 과정에서 위생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큰 식품이

다. 또 식품의 특성상 가혹 조건에서의 처리가 힘들며 껍질

째 섭취하는 과일도 많아서 위생적 안전관리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교육인적자원부 2004)의

규정에 따라 과일류를 소독처리하는 것은 식품학적 품질의

손상에 의하여 관능적 기호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잔류하는 소독제 성분에 의한 건강상의 위험 가능성

이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Park 등(2008a)과 Park 등(2008b)은 학교급식에서 과

일류의 염소수 소독 및 세척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 미생

물학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관능적으로 우수한 최적의 소독

및 세척 방법으로 애벌세척 후 염소 농도 50 ppm에서 3~5

분간 침지하여 소독한 다음 3회 이상 물세척하여 배식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

교급식에서 과일류의 소독시 50 ppm 염소수 사용 가능성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과일류 종류별로 소독 및 세척 등의 전처리 절

차에서 위해요인의 제거와 억제에 대한 충분한 실험적 자료

가 요구되며, 과일류의 맛과 질감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소독제와 소독 방법의 모색을 위해 이에 대한 미생물학적 검

증 및 관능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학교급

식에서 HACCP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식품을 취

급하는 조리종사자의 위생 관리 지식에 대한 반복적인 숙지

와 세척, 소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

며, 영양사에게 이러한 점들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철

저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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