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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ctual sanitary management conditions and an education plan 
for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For assumption verification of this study, basis statistical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using SPSS V14.0KO were used. Also,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it. The sanitary management actual conditions were shown that a foodservice practice level of middle and 
high schools was higher than elementary schools. In a scale way, sanitary management conditions of small 
group schools(500 students below) were lower than large group schools(500～1,000 students). Therefore, it 
was demanded especially for their employees to manage elementary schools and small group schools. It 
showed that sanitary consignment education was held irregularly at outside was more effective than the 
education was held regularly at inside. All the related workers at school foodservice should supply safe foods 
to schools through more effective sanitary education plan based on the results of effective actual sanitary 
manage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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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 급식은 성장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이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양질의 음식

을 안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Kpaaor S(1988)는 안

전한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

시키고 나아가 사회인으로서 협동과 질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음을 설명했다. 1981년 학

교 급식법이 제정되면서 학교 급식산업은 급속도

로 확대 발전되어 왔고, 2003년부터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엄영호 2008). 하지만 학교 급식에서 위생사

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원인과 문제점을 찾

아 해결 방법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제양적인팽창에서질적향상이요구되며, 나

아가 질 중심의 영양 및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과 전략 시스템이 필요하다(Rockwell L 1989). 
Andeson AS & Morris SF(2000)는 안전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업계 관리자

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최신의 조리 식자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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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종사자의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위생 관리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의 손 씻기 불량, 위생복

미착용, 오염된 조리용 장갑 사용, 식품의 가열 및

불충분, 음식물의 보온과 보냉 유지 불량, 그리고

식재료 전처리 과정에서의 교차 오염 예방을 위

한 실천 소홀 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

다(홍완수 2008). 학교 급식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해야 하고,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열악한 급식 환경을

감안한다면 현장에서 위생 관리의 일선에 있는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음식물의 조리에 관여하는 종사자의 단순한

부주의가 다수의 건강에 폭발적으로 위해를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물의 안

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야 한다(오유리 2007).
홍완수(2008)는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들이 제

공하는 음식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

리업무의 올바른 태도와 조리 방법 절차에 따라

위생 관리를 실천해야 하고, 위생 관리는 최신의

기자재와 설비의 확보 위생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실현 및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유리(2007)는 음식물의 조리에 관여하는 종사자

의 단순한 부주의가 다수의 건강에 폭발적으로

위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 종사원

들이 제공하는 음식물의 안전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희(2005)는 학교 급식소 학교 급식 조리 종

사자의 위생 지식 수준을 평가하고, 위생 관리 실

태 및 수행 정도를 연구하였다. 김향미(1999)은
학교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해 급식 환경과 조리 종

사자의 업무 중요도에 관하여 연구했고, 윤신원

(2002)은 일반음식점의 업주와 종사자의 위생 교

육 현황과 위생 실태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조리 종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방안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엄영호

(2008)는 학교 급식 종사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

안을 제시하였다. 
Brown ME(2006)는 학교 급식산업은 비영리사

업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의 윤리와 도덕성이 중

요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Anita E & Panagiota D(2005)는 급식 조리사들

의 잦은 이직과 열악한 근무 환경, 고용 관계의

불안, 과다한 업무 등이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라 설명하고 있다. Lockes EA(1976)는
학교 급식과 교육과 안전성의 상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Panisello PJ & Quantick PC(2001)는
양질의 학교 급식을 위해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체계적인 위생 교육과 현실적인 교육 및 직무기

술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Giampaoli J et al(2002)
은 급식산업과 관련된 기자재와 좋은 식자재 종

사원들의 위생에 대한 인지도가 중요함을 설명했

다. Barsky J & Nash L(2002)은 학교 급식 조리와

관련된 작업 메뉴얼 실천에 따라 양질의 식사와

안전한 음식 제공 그리고 위해한 환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School RM(1981)은 급식

조리사들의 직업의식이 높으면 당연히 고객 만족

이 높고, 이는 잔반량이 줄고 결국 경영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조명하였고, 
Gregoire MB et al(1993)의 연구에서는 학교 급식

관련 종사원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의 결과, 훈련

의 필요성과 식품 관련 기재재의 안전한 취급, 종
사자 개인의 위행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질의 급식 제공과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 조

리 종사원들의 위생 관련 실태와 위생 교육 내

용을 분석하고, 위생 관련 직무 및 체계적인 위

생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모

색하였다.

Ⅱ. 조사설계 및 조사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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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전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설계와 자료 수

집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27개 학교에 근무

하는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우편과 e-mail 자료

를 이용하였고,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6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여 141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 7부를 제외한 134부가 분석에 사용하였

다.

2) 설문지의 구성

본연구를위한설문지는선행연구(김향미 1999; 
윤신원 2002)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급식 위

생 관리지침서(2004)를 기초로 연구목적에 적합

하게 개발한 후 5명의 학교 급식 조리사회 임원대

상으로 예비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수정․보

완하여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설명변수로 활용할 위생 관리

실태와 관련된 문항은 18개 문항이며, 결과변수

로 사용될 급식 환경 중요도와 관련하여 11개 문

항이며, 이들 문항은 Likert 5점척도(전혀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로 평가하도록하였다. 또한 학교 급식

환경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급식 환경 관

련 문항 6개와 학교 급식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관련된 5개 문항그리고 위생 교육과 관련

<Fig. 1> Research model. 

된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v14.0KO를 이용하여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변수인 급식 환경의 중

요도 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요

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

석결과얻어진요인별로 신뢰성을측정하기 위하

여 Cronbach's α 신뢰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신뢰도검사 결과, 신뢰도가낮은

요인을 배제하고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얻은 급식 업무 중

요도 요인(결과변수)과 위생 관리 실태 요인(설명

변수)의 관련성을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를 이용하여 학교별의 위생 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학교별 위생 관리 실

태와 위생 교육 현황에 따른 위생 관리 실태를파

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였다(오택섭 1996).

2. 연구의 모형과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첫째, 학교 급식 환경과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그리고 위생

교육 현황에 따른 위생 실태를살펴보고, 위생 실

태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여 급식 업무 중요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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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윤신원(2002)의 연구

에서는 위생 교육 현황과 위생 실태 요인간의 관

계만을 분석하였고, 김향미(1999)의 연구에서는

학교 급식 환경과 조리 종사원의 인구통계변인과

급식 업무 중요도 요인과의 관계만을 제시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두가지 연구의 과정을 결합하

여 위생 교육과 위생 실태간의 관계 그리고 위생

실태 요인별로 급식 업무 중요도 인식 간에 어떠

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가설 설정

학교별또는 위생 교육 현황에 따른 위생 실천

수준을 고찰하고, 위생 실천 요인별급식 업무 중

요도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학교 급식 환경에 따라 위생 실천 수준

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초중등 학교급별에 따라 위생 관리 실

천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학교 급식규모에 따라 위생 관리 실천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에 대한 위생 교

육에 따라 위생 관리 실천 수준이 차이

가 있을 것이다.
   2-1. 급식 조리사에 대한 위생 교육 실시 주

기에 따라 위생 관리 실천 수준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2-2. 급식 조리사에 대한 위생 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위생 관리 실천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위생 관리 실태 요인과 급식 업무 중요

도 요인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3-1. 위생 관리 실태 요인은 급식 업무 중요

도의 ‘영양’ 요인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3-2. 위생 관리 실태 요인은 급식 업무 중요

도의 ‘친절’ 요인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3-3. 위생 관리 실태 요인은 급식 업무 중요

도의 ‘위생’ 요인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Ⅲ.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분석 자료에 이용된 유효 표본에 대한 학교 급

식 현황은〈Table 1〉에 나타난것과같다. 근무 학

교는 초등학교가 103명(76.9%), 중등학교가 31명
(23.1%)으로 초등학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

며, 1일 급식 인원규모를 보면 1,001～1,500명규
모의 학교가 43곳(32.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500명 이상의 학교가 37
곳(27.6%), 501～1,000명규모의학교가 29곳(21.6%), 
500명 이하규모의 학교가 25곳(18.7%)의규모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chool foodservice 
environment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

(%)

School
Elementary 103 76.9

Middle  31 23.1

Eating 
persons by 
one day

Below 500  25 18.7

501～1,000  29 21.6

1001～1,500  43 32.1

Over 1,500  37 27.6

Diet 
menu 
type

Single 126 94.0

Plural   4  3.0

No answer   4  3.0

Distribution 
type

Self  28 20.9

Standard  93 69.4

Partly self  11  8.2

No answer   2  1.5

Eating 
places 

Cafeteria  59 44.0

Classroom  55 41.0

Cafeteria+classroom  2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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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형태는 단일 식단을 운영하는곳이 126곳
(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배식

형태는 정량 배식(70.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자율배식(21.2%)과 부분적 자율배식(8.3%)
의 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급식 장소는 식당을

운영하는 학교가 59곳(44.0%)으로 가장 많았으

며, 교실에서 급식하는곳이 55곳(41.0%), 식당과

교실을병행하는 학교가 20곳(14.9%)으로 나타났

다.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의 특성은 주로 여성

(97%)이었으며, 연령은 40대 이상(93.2%)이고, 기
혼(94.8%)으로 근무기간이 10년 이상(91.8%)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변별력이 부족하여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2. 위생 교육 현황

분석 대상 학교에서 실시된 위생 교육 현황은

〈Table 2〉에 나타난 것과 같다. 조사 대상 모든

학교의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들이 위생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위생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90.3%). 조사 대상 학교별로 위생

교육의 실시 주기에 대해살펴보면 월 단위 실시

학교가 83곳(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분기 단위 실시 학교가 26곳(19.4%)으로 높은

비율을보였으며, 외부에위탁하여부정기적으로위

생교육을실시하는학교가 13곳(9.7%)으로나타났

다. 위생 교육 실시 후얻은 지식의 활용(98.5%)과 
잘못된 행동의 개선(91.8%) 활동은 활발히 이루

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위생교육시가장중요

한분야에대한질문에서개인위생교육(33.6%), 식
품위생전반교육(31.3%), 식품안전성교육(25.4%), 
시설 위생 관리 교육(8.2%)의 순으로 응답하여 개

인 위생과 식품 위생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의

직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중복 응답을 한 질문

에서 조리 교육(67.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다음으로 동료와의 인간 관계(13.5%), 
친절 서비스 교육(7.9%), 정신교육(6.4%), 위생 교

<Table 2> Actual sanitary education conditions of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Classification
Frequency

(N)
Percent

(%)

Education 
experience

Yes 133 99.3

No   0  0.0

No answer   1  0.7

Education 
necessity

Very needed  91 67.9

Needed  30 22.4

Normal needed   4  3.0

Not needed   5  3.7

Not very needed   4  3.0

Education 
period

Outside  13  9.7

Consignment   6  4.5

Weekly  83 61.9

Monthly  26 19.4

Quarterly   6  4.5

Over 6 months  0 0

Education 
knowledge 
application

Yes 132 98.5

No   2  1.5

Improvement  
after education 

Yes 120 89.6

No  11  8.2

No answer   3  2.2

Most important 
part of sanitary 
education

Personal  45 33.6

Sanitation  42 31.3

Food sanitation  11  8.2

Equipment  34 25.4

Food safety   2  1.5

Good quality 
service education 
necessity
(duplicated 
response)

Cooking 180 67.7

Kindness  21  7.9

Mind control  17  6.4

Relationship  36 13.5

Sanitation  12  4.5

육(4.5%)로 응답하여 직무 교육과 관련해서 위생

교육의 필요성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결과

1) 타당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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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변수인 위생 관리 실태 항목들은 기존 연

구결과(윤신원 2002)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 위

생’, ‘식품 취급’, ‘식품 보관’, ‘기기 취급’ 등 4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학교 급식 환경과 위생 교육

현황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변수

인 급식 업무의 중요도의 항목들은 기존 연구결

과(김향미 1999)를토대로요인분석(Factor Analysis) 
결과, 기존 18개 항목을 11개로 축약하여 ‘영양

요인’, ‘친절 요인’, ‘위생 요인’의 3개 요인을 도

출하였다.
결과변수인 급식 업무의 중요도에 대한타당성

분석결과는〈Table 3〉과 같다. 요인분석결과, 급
식 업무의 11개 문항들은 3개 요인이 고유치

(Eigenvalue)가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해당항목

의 내용을 해석하여 ‘영양 요인’, ‘친절 요인’, ‘위
생 요인’ 등 3개의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배리맥

스 회전 후추출된 3개 요인의 누적계수는 68.0%
의 분산을 설명한다.

2) 신뢰도 분석결과

설명변수와 결과변수의 축약된 요인들 각각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 by the important items on school foodservice

Item
Foodservice importance 

(Varimax rotated loading)

Nutriton Kindness Sanitation

Food & nutrition information for students 0.787 0.359 0.079

Nutrition education & counsel for students 0.715 0.104 －0.369

Scientific cooking method 0.697 0.324 0.085

Nutrition & sanitary education for foodservice employees 0.671 0.289 0.262

Food shapes 0.662 0.29 －0.162

Food nutrition balance 0.645 －0.024 0.047

Kindness of foodservice employees 0.121 0.919 0.042

Quick distribution 0.193 0.915 －0.003

Quick handling for complaint 0.381 0.812 －0.042

Quality of food sanitation －0.226 －0.134 0.799

Cleanness of vessel 0.325 0.177 0.716

Eigen value 3.276 2.805 1.401 

% of variance 29.778 25.496 12.735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result by the impor-
tance of school foodservice environment  

Variable Item Cronbach's α Choice

Foodservice 
environment

Nutrition 6 0.818 Accept

Kindness 3 0.907 Accept

Cleanness 2 0.781 Accept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성 분석결과는〈Table 4〉 
및〈Table 5〉와같다. 결과변수인 급식 환경의 중

요도 관련 요인들인 ‘영양 요인’, ‘친절 요인’, ‘위
생 요인’등 3개 요인들은 α 계수가 0.907에서

0.781까지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유의한 수준이

었으며, 설명변수인 위생 관리 실태의 ‘개인 위

생’, ‘식품 취급’, ‘식품 보관’, ‘기기 취급’ 등 4개
요인은 0.839에서 0.633으로 나타나 유의한 수준

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

출된 결과변수 3개 요인과 설명변수 4개 요인의

내적일관성은 분석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므로 위생 실태 요인이 급식 업무 중요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설명변수와 결과변수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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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liability analysis result by actual sanitary management condition

Factor Variable content Item Cronbach's α Choice

Personal 
sanitation

Have an health inspection once or more a year.

6 0.756 Accept

Report infectious wound to a manager.

Keep clean fingernails and don't wear accessories.

Put on a disinfected garment and keep its cleanness.

Wash hands after using toilet and before cooking.

Provide enough cleaning products at washing places.

Food 
dealing

Check goods name, freshness, expiry date, origins, etc. for all food.

4 0.633 Accept
Give back wrong food materials immediately. 

Use each different utensils on cooking and tasting.

Wash all vegetables in flowing water more than three times.

Food 
keeping

Use food material entered early.

6 0.839 Accept

Record storing date of each food material.

Immediately keep or cook melted food material.

Check expiration date of food everyday.

Keep cook food using containers or vessel with lids.

Keep suitable temperature.

Utensil 
dealing

Sterilize daily and use separetely kitchen tools.
2 0.798 Accept

Have a sterilizer and a boiling water equipment to clean cooking utensils.

4.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은첫째, 학교 급식 환경에 따라

위생 실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첫째, 
초․중등 학교급별로 위생 관리 실태의 차이와

학교 급식 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찰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의 위생 교육에 따라

위생 실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위

생 교육의 실시 주기별위생 관리 실태의 차이와

위생 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따른 위생 관리 실태

의 차이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설의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이 사용되었다. 셋째, 위생

관리 실태와 급식 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요

인간의 관계를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

하였다.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은 초중등 학교급별로 위생 관리 실태의

차이를검증하는 것으로 ‘개인 위생’, ‘식품 취급’, 
‘식품 보관’, ‘기기 취급’의 위생 관리 4개 요인으

로 구분하여 학교급별(T-test), 급식 규모별(분산

분석)로 평균차이를 살펴보았으며, 학교 급식 조

리 종사원에 대한 분석 결과는 각각〈Table 6〉,
〈Table 7〉과 같다.

학교급간 위생 관리 실태는 ‘식품 취급’ 요인에

서 p<0.05 이하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개인 위생’과 ‘식품 보관’ 요인에서 p<0.1 이하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의 급식

소에서 ‘초등학교’보다 ‘개인 위생’, ‘식품 취급’, 
‘식품 보관’ 등의 위생 관리 실천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4개의 위생 관리 요인에서 3개의

요인에서 학교급간 위생 관리 실천 수준의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에 대한 분석결

과는〈Table 6〉과 같다.
학교의 급식규모에 따른 위생 관리 실태는 ‘개

인 위생’, ‘기기 취급’ 요인에서 p<0.01 이하의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식품 보관’ 요인에서

p<0.05 이하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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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difference analysis of actual sanitary management condition by school(t-test)

Classification(response) Personal sanitation Food dealing Food deeping Utensil dealing

Elementary (103) 4.57±0.42 4.60±0.52 4.65±0.42 4.74±0.43

Middle & high (31) 4.71±0.33 4.81±0.29 4.78±0.30 4.81±0.38

Total (134) 4.60±0.40 4.65±0.48 4.68±0.40 4.76±0.42

t-value
(p)

－1.750* －2.200** －1.666* －0.741 

  0.083   0.030   0.098   0.460 

***p<0.01, **p<0.05, *p<0.1.

<Table 7> Average difference analysis of actual sanitary management condition by person(ANOVA)

Classification(response) Personal sanitaion Food dealing Food keeping Utensil dealing

Below 500 (25) 4.52±0.37c 4.60±0.62 4.59±0.41b 4.60±0.54c

501～1,000 (43) 4.81±0.29a 4.72±0.46 4.80±0.29a 4.93±0.22a

1,001～1,500 (37) 4.45±0.49c 4.62±0.40 4.56±0.44b 4.66±0.47c

Over 1,500 (29) 4.68±0.31b 4.66±0.50 4.77±0.37a 4.84±0.31b

Total (134) 4.60±0.40 4.65±0.48 4.68±0.40 4.76±0.42 

F-value
(p)

6.011*** 0.317 3.364** 4.319***

0.001 0.813 0.021 0.006

***p<0.01, **p<0.05, *p<0.1.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tion level by Duncun's multiple 

range test.

규모에 따른 ‘식품 취급’ 요인에 대한 평균차이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위생 관리요인들 모두 ‘501～1,000명’규
모의 급식소에서 위생 관리 실천 수준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급식규모 ‘500명 이

하’의 급식소에서 위생 관리 실천 수준이 가장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개의 위생 관리 요

인 중에서 3개의 요인에서 학교 급식규모에 따른

위생 관리 실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서 가설 1-2는 부분적으로채택된다.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에 대한 분석결과는〈Table 7〉과 같

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는 위생 교육 현황에 따른 위생 관리 실

태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앞의 방법과 같이

위생 관리 실태를 ‘개인 위생’, ‘식품 취급’, ‘식품

보관’, ‘기기 취급’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위생

교육 실시 주기와 위생 교육의 내용에 따른 분산

분석(또는 T-test)을 실시하여 평균차이를 살펴보

았으며,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에 대한 분석 결과

는 각각〈Table 8〉 및〈Table 9〉와 같다.
위생 교육 주기별 위생 관리 실태는 ‘개인 위

생’ 요인에서 p<0.05 이하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났으며, ‘식품 취급’ 요인에서 p<0.01 이하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식품 보관’요
인과 ‘기기 취급’ 요인은 위생 교육 주기별로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부 위탁교육’
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급식소의 ‘개인 위생’ 
요인의 실천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주
별, 월별로 교육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며, ‘주간’ 및 ‘월간’ 단위 교육

을 실시하는 급식소에서 ‘분기’단위로 실시하는

급식소보다 ‘개인 위생’ 요인의 위생 관리 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취급’ 요인

의 경우, ‘외부 위탁’과 ‘월간’ 단위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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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verage difference analysis of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by sanitation education period

Classification(response) Personal sanitation Food dealing Food keeping Utensil dealing

Outside consignment
(irregularly)

(13) 4.85±0.13a 4.90±0.13a 4.77±0.24 5.00±0.00 

Weekly (6) 4.58±0.47a 4.29±1.01b 4.61±0.48 4.67±0.52 

Monthly (83) 4.63±0.35a 4.77±0.36a 4.70±0.38 4.77±0.42 

Quarterly (26) 4.46±0.56b 4.39±0.52b 4.60±0.48 4.63±0.48 

Others (6) 4.36±0.43b 3.92±0.49c 4.50±0.41 4.75±0.27 

Total (134) 4.60±0.40 4.65±0.48 4.68±0.40 4.76±0.42 

F-value
(p)

2.742** 10.581*** 0.835 1.764 

0.031  0.000 0.505 0.140 

***p<0.01, **p<0.05, *p<0.1.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tion level by Duncun's multiple 

range test.

하는 급식소에서 타 교육 주기보다 높은 위생 관

리 실천도를 보이고 있다. 4개의 위생 관리 요인

중에서 ‘개인 위생’과 ‘식품 취급’ 요인 등 2개의

요인에서 위생 교육 실시 주기별로 위생 관리 실

천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2-1
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

에 대한 분석결과는〈Table 8〉과 같다.
위생 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따른 위생 관리 실

태는 ‘개인 위생’, ‘식품 취급’, ‘식품 보관’ 요인

에서 p<0.01 이하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Table 9> Average difference analysis of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by the importance of sanitary education 

Classification(response) Personal sanitation Food dealing Food keeping Utensil dealing

Personal sanitation (46) 4.74±0.31a 4.74±0.48a 4.84±0.30a 4.89±0.28a

Food sanitation (43) 4.58±0.41a 4.70±0.43a 4.59±0.41b 4.71±0.44a

Sanitation of 
kitchen equipment

(11) 4.27±0.53b 4.00±0.50b 4.41±0.44c 4.59±0.44b

Knowledge of 
food safety

(34) 4.55±0.42a 4.66±0.41a 4.66±0.42b 4.68±0.51a

Total (134) 4.60±0.41 4.64±0.49 4.68±0.40 4.75±0.42

F-value
(p)

4.684*** 8.424*** 5.364*** 2.697**

0.004 0.000 0.002 0.049

***p<0.01, **p<0.05, *p<0.1.
a～c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tion level by Duncun's multiple 

range test 

‘기기 취급’ 요인에서 p<0.05 이하의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났다. 위생 교육 내용 중 ‘학교 급식 조

리 종사원의 개인 위생’ 교육의 중요도를 높이 인

식하는 응답자의 위생 관리 4개 요인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방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응답자의 위생

관리 4개 요인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개의 위생 관리 요인 중에서 4개 요인 모

두에서 위생 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따른 위생 관

리 실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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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는 채택된다.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에

대한 분석결과는〈Table 9〉와 같다.

3)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은 위생 관리 실태와 급식 업무 중요도

에 인식 수준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 업무 중요도(영양 요인, 친절 요인, 위생 요

인) 3개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각각〈Table 
10〉,〈Table 11〉,〈Table 12〉와 같다.
첫째, 설명변수인 위생 관리 실태 요인이 급식

<Table 10> Relation of actual sanitary management condition factors and school foodservice nutrition factors

Variable B Beta T-value Sig.

(Constant) －5.572 －5.346 0.000 

Personal sanitation 0.625 0.251 2.102 0.038** 

Food dealing 0.514 0.248 2.325 0.022** 

Food keeping －0.309 －0.122 －1.029 0.306 

Utensil dealing 0.366 0.151        1.32 0.189 

R2=0.231 F=9.393 (Sig. 0.000***)

***p<0.01, **p<0.05, *p<0.1.

<Table 11> Relation of actual sanitary management condition factors and school foodservice kindness factors  

Variable B Beta T-value Sig.

(Constant) －2.515 －2.157 0.033

Personal sanitation 0.269 0.108 0.809 0.420

Food dealing 0.108 0.052 0.438 0.662

Food keeping 0.078 0.031 0.232 0.817

Utensil dealing 0.085 0.035 0.275 0.784

R2=0.038 F=1.249 (Sig. 0.294)

***p<0.01, **p<0.05, *p<0.1.

<Table 12> Relation of actual sanitary management condition factors and school foodservice sanitation factors

Variable B Beta T-value Sig.

(Constant) －5.525 －5.593 0.000

Personal cleanness 0.841 0.338 2.985 0.003***

Food dealing －0.347 －0.167 －1.655 0.101

Food keeping 1.332 0.525 4.677 0.000***

Utensil dealing －0.623 －0.258 －2.372 0.019**

R2=0.309 F=14.007 (Sig. 0.000***)

***p<0.01, **p<0.05, *p<0.1.

업무 중요도의 ‘영양’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인 R2
가 0.231, F통계

량이 9.393(p<0.01)으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에는 유의한 함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4개의 위생 관리 실천 요인 중에서 ‘개인 위

생’과 ‘식품 취급’ 요인이 급식 업무 중요도의 ‘영
양’ 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둘째, 설명변수인 위생 관리 실태 요인이 급식

업무 중요도의 ‘친절’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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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인 R2
가 0.038, F통계

량이 1.249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유의

한 함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위생 관리 실태 요인 모두 급식 업무 중요

도의 ‘친절’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2는 기각된다.
셋째, 설명변수인 위생 관리 실태 요인이 급식

업무 중요도의 ‘친절’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인 R2가 0.309, F통계

량이 14.007(p<0.01) 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

에는 유의한 함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4개의 위생 관리 실천 요인 중에서 ‘개인 위

생’과 ‘식품 보관’, ‘기기 취급’ 요인이 급식 업무

중요도의 ‘위생’ 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3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Ⅳ. 결 론

연구 결과를얻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학교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급식 조리사를 대상으

로 선정했다. 설문조사는 150부를 배부하여 134
부가 분석 자료에 활용되었다. 표본 조사결과, 초
등학교 근무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급식

규모는 1,001～1,500명규모의 학교가 32.1%이고, 
1,500명 이상규모는 27.6%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 형태는 단

일 식단을 운영하는곳이 97.0%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배식의 형태는 정량 배식이 가장 많았

으며, 급식 장소는 학교 식당이 44.0%로 가장 많

았다.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의성별은여성이 97%
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생

교육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전원

이 위생 교육을받은 경험이 있으며, 위생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 위생 교육의 실시

주기에 대하여 월 단위 실시교가 61.9%로 가장

많았고 분기 단위 학교가 19.4%, 외부 및 위탁교

육이 31.1%로 나타났다. 위생 교육 중 가장 중요

한분야는개인위생 33.6%, 식품위생교육 31.3%, 

식품 안전 25.4%, 시설 위생 관리 8.2%로 응답했

고, 위생 교육 실시 후 지식의 활용이 98.5%, 잘못
된 행동의 개선이 91.8%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들의

직무 교육 내용은 조리 교육이 67.7%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인간관계가 13.4%이고, 친절 서

비스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해 SPSS v14.0KO을

이용한 기초통계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
인분석 결과, 얻어진 요인적재치를 이용한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

였으며, 검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급식 간 위생 관리 실태는 ‘중고등학교’의 급식소

에서 ‘초등학교’보다 ‘개인 위생’, ‘식품 취급’, ‘식
품 보관’ 등의 위생 관리 요인 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의 급식규모에 따른 위생 관리

는 ‘501～1,000명’ 규모의 급식소에서 위생 관리

요인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급식 규모 ‘500명 이하’의 급식소에서는 위생

관리 요인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 교육 주기별위생 관리 실태는 ‘외부 위탁

교육’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급식소의 ‘개인

위생’ 요인의 실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간’ 및 ‘월간’ 단위 교육을 실시하는 급식소에

서 ‘분기’ 단위로 실시하는 급식소보다 ‘개인 위

생’ 요인의 위생 관리 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취급’ 요인의 경우 ‘외부위탁’과
‘월간’ 단위 교육을 실시하는 급식소에서타교육

주기보다 높은 위생 관리 실천도를 보였다. 위생

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따른 위생 관리 실태는 ‘학
교 급식 조리 종사원의 개인 위생’ 교육의 중요도

를 높이 인식하는 응답자의 위생 관리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방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응답자의

위생 관리 실천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설명변수인 위생 관리 실태 요인이 급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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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의 영향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개인 위생’과 ‘식품 취급’ 요인이 급식 업무 중요

도의 ‘영양’ 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친절’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해서는 ‘개인 위생’과 ‘식품 보관’, ‘기기 취급’ 요
인이 급식 업무 중요도의 ‘위생’ 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학교 급식 환경에 따라 위

생 실천 방안으로 초등학교 급식 종사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급식 규모가

500명 이하의 급식업소의 종사원의 실천 수준이

요구된다. 또한 외부에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생 교육이 내부에서 실시하는 위생 교육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설명변수인 위생

관리 실태 요인이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의 급식

업무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 급식 관계자는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에 대한 위생 관리 결과를

참고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수립해 실천한다면, 더욱더 안전한 식품을 학생

들에게 보급할 수 있고 학교 급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글초록

본 연구는 양질의 급식 제공과 학교 급식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 조리 종사원

들의 위생 관련 실태와 위생 교육 내용을 분석하

고 위생 관련 직무 및 체계적인 위생 교육을 효과

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연구되

었다.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학교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급식

조리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가설검정을 위해 SPSS v14.0KO을 이용한 기초통

계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

과 얻어진 요인적재치를 이용한 회귀분석(Regre-
ssion Analysis)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학교

급식 간 위생 관리 실태는 ‘중고등학교’의 급식소

에서 ‘초등학교’보다 위생 관리 실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 환경에 따라 위

생 실천 방안으로 초등학교 급식 종사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급식 규모가

500명 이하의 급식업소의 종사원의 실천 수준의

제고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외부에서 부정기적으

로 실시하는 위생 교육이 내부에서 실시하는 위

생 교육보다 효과적임을알수 있었다. 따라서 학

교 급식 관계자는 급식 조리 종사원에 대한 위생

관리 결과를 참고해서 교육 방안을 수립 및 실천

한다면, 더욱더 안전한 식품을 학생들에게 보급

할 수 있고, 나아가 학교 급식 발전에 기여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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