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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quipment ratio of sanitary facility/equipment as well as 
the sanitary management performance level at foodservice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Korea. For this pur-
pose, a total of 47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dietitians working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20th to May 18th of 2008. A total of 38 questionnaires (response rate 81%) was analyzed 
using SPSS (windows ver. 14.0).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were females (65.8%), 35 years or older 
(55.3%), with 7 years or longer experiences (65.8%), and with education level of university or higher 
(60.5%). Among the institutions, 39.5% had less than 500, 28.9% had 501 or more but less than 1,200, and 
31.6% had 1,201 or more inmates. The equipment ratio of the sanitary facilities/equipment was 49.7%, which 
was relatively low. Most dietitians perceived ‘limited availability of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the lack of 
support from financing department’ as the major barriers in implementing a desirable sanitary system. On the 
other hand, perceived sanitary management performance was rated by the respondents as being between 2.55 
to 4.50 (5-point Likert scale)-‘Cleaning hands properly as specified’ showed the lowest performance, whereas 
‘Sampling preserved meals by standard methodology’ showed the high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sanitary education program designed for inmate food handlers is needed for successful sanita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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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교정시설 급식의 기본 목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 ․ 기결 수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이다. 교정급식 

대상자인 수용자는 2010년 8월 31일 현재 약 46,500
명(Korea correctional service 2011)인데 범죄자라는 

이유로 사회의 무관심 속에 있어 급식의 질적 ․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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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에서 수용자의 만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또한 교정시설 특성상 시설에 수용된 수용

자 중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취사부를 선발하여 업

무에 종사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수용자들이 취사부 

역할을 기피하여 취사부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용자 급식관리 위원회 운영지침(2010)」에 의거 

법무부의 중앙급식관리위원회와 각 수용기관의 지

방급식관리위원회는 식품군 내에서의 식품선택과 

수량에 관한 결정사항, 기준 영양량에 대한 사항, 
수용자 급식에 관한 위생 및 시설관리 그 밖의 운

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수용자 급식의 특

징을 보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2010)」에 따라 1일 열량섭취 기준량을 

2,500 kcal로 하고 있으며, 주식으로는 쌀과 보리쌀

을 90 : 10 비율로 혼합하여 하루 650 g씩 지급하고 

있다. 이 혼합곡의 양은 2008년 국민건강통계상의 

남자 1일 평균 쌀 섭취량 209.5 g의 약 3배에 해당

하여(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0)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1일 열량섭취 기준량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 ․ 부식비, 연료비와 부대경비

(소모품비)로 구성되는 급식비는 2011년 현재 3,430원
/1일으로 정해져 있는데, 1인당 1일 3달러 이내의 예

산으로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Spears & Gregoire 2007)
와 비교하더라도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조사 당시 전체 급식비는 3,070원/일으로 이 

중 주식비가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연료비

가 급식비에 포함되어 있어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는 상대적으로 부식이 열악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교정시설 급식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서는 양질의 재료, 전문화된 취사부, 쾌적하고 위생

적인 조리환경 등이 필요하지만 교정시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의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단체급식에 있어 식품안전문제는 다른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식품안전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

는 것은 식중독발생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 식중독 발생은 2006년 259건에 10,833명, 
2008년 354건에 7,487명, 2009년 228건에 5,999명, 
2010년 270건에 7,253명으로 변동하여,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0년의 경우 2009
년에 비해 식중독 발생 건수는 18.4%, 식중독 발생 

환자수는 20.9% 다시 증가하였다(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2011). 미국의 경우 2011년 식중독발

생 추정치에 따르면 매년 6명 중 1명인 4,800만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그 중 128,000명이 입원하고 3,000
명이 사망한다고 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교정시설의 식중독발생 통계는 공

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으나 수용자에 의한 비전문

적인 급식인 점을 고려할 때 식중독이 자주 발생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식품위해요소 중점관

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개정고시(2000)」를 통해 단체급식소도 HACCP 적용대

상에 포함시켰다. HACCP는 급식관련자들에게 잠정적

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려주고 이에 대응하는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급식의 위생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예방체계 개념이다(Bryan 1990). 이러한 HACCP 
개념은 위생과 관련된 위험요인분석과 품질관리에 유

용하다는 점이 그동안의 적용 결과 검증되어 있어서 

위생관리상태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교정시설 급식

소의 경우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교정시설 급식소의 위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

사자료는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교정시설과 관련된 급식 또는 영양조사 

자료로는 Kim(2005)의 수용자 영양 ․ 건강상태에 관

한 연구, Park & Park(2006)의 교정시설 소년 수용자

와 일반 고등학교 남학생의 식습관, 식품섭취 및 기

호비교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런데 이들 선행 연구들

은 모두 영양섭취에 관련된 부분으로 수용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교정시설 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

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교정시설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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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의 위생관리현황을 조사 ․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교정시설급식의 위생관리현황을 분석하

기 위하여 전국의 교정시설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2008년 2월 중에 전화로 설문

목적을 설명하고 3월 20일 설문지 47부(전수조사)를 

발송하여 5월 18일까지 총 38부(81%)를 회수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은 기존의 급식관리와 위생관리 현황에 대한 

연구(Joo & Chon 1997; Suh 등 2004; Lee & Lee 
2005; Lee 2006)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개발

된 설문지는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2008년 2월 

10일에 4명의 경상북도 청송지역 교정시설 영양사를 

포커스그룹으로 한 심층적인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내용은 영양사와 급식소의 일반사항에 대한 

조사, 위생관리 현황, 위생관련 기기 구비현황, 위생

관리 장애요인, 위생수행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 
위생기기 및 설비 현황은 취사부 전용화장실 등 

20개 항목에 대하여 각 급식소의 보유여부를 조사

하여 각 기기의 보유율을 조사하였으며, 각 급식소

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보유 비율을 위

생 시설의 구비율로 나타내었다. 
위생관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은 Choi 등(2003)

이 개발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개 하

위영역(‘시설 ․ 예산관련 장애’, ‘영양사관련 장애’, ‘취
사부관련 장애’, ‘취사부 인원 부족’, ‘관계인 ․ 행정관

련 장애’)의 12가지 항목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였

다. 인지도는 5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가 많음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지수로 알아본 신뢰도계수 α는 0.57∼0.72였다. 
급식소의 위생수행수준평가항목은 Chong & Kwak 

(2000)의 위생관리수행도 항목을 재구성하고 수정하여 

개발하였으며, 총 23개 항목을 5점 Likert 척도로 ‘1-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다’에서 ‘5-매우 잘 수행된다’
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4개 하위영역인 ‘개인

위생’ 6문항, ‘식재료 관리’ 4문항, ‘조리작업’ 7문항, 
‘기기환경위생’ 6문항으로 구분되었는데, 각각 내적합

치도 지수로 알아본 신뢰도계수 α는 0.78∼0.84였다.

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

(SPSS Inc., 20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

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 α를 산출하였고, 집

단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t 검정, ANOVA 검정

을 하였으며, ANOVA 실시 후 사후검증은 Duncan- 
test를 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대상 영양사의 65.8%는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35세 

이상이 55.3%를 차지였으며, 30∼34세는 28.9%, 29
세 이하는 15.8%였다. 학력은 60.5%가 대졸 이상이

었으며, 전문대졸 영양사는 39.5%였다. 대상영양사

의 영양사경력은 6년 이하가 34.2%, 7∼12년이 

34.2%, 13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가 31.6%였다.

2. 대상 급식시설의 일반사항

대상 교정시설과 급식소에 대한 일반사항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수용자 인원 규모는 180∼2,800(평균 

944)명으로 500인 이하가 39.5%, 501∼1,200인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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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equencies

Gender

  Male 13 (35.2)1)

  Female 25 (65.8)

Age

  ≤29 years  6 (15.8)

  30∼34 years 11 (28.9)

  35∼39 years 16 (42.1)

  ≥40 years  5 (13.2)

Career as a foodservice dietitian 10.9±1.02) 

  ≤6 years 13 (34.2)

  7∼12 years 13 (34.2)

  ≥13 years 12 (31.6)

Educational level

  2-yr college 15 (39.5)

  4-yr university 23 (60.5)
1) N (%) 
2) Mean±S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dietitians.

Variables Frequencies

No. of inmates  944±1071)

  ≤500  15 (39.5)2)

  501∼1,200 11 (28.9)

  ≥1,201 12 (31.6)

No. of meals served/day 2,830±320

  ≤1,500 15 (39.5)

  1,501∼3,600 11 (28.9)

  ≥3,601 12 (31.6)

No. of cooks  32.3±2.7

  ≤20 13 (34.2)

  21∼40 13 (34.2)

  ≥41 12 (31.6)

No. of meals prepared per a cook/day  80.6±3.8 

  ≤80 17 (44.7)

  ＞80 21 (55.3)

Location

  Urban  9 (23.7)

  Rural 29 (76.3)
1) Mean±SE
2) N (%)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Utensils More than 2 times/day Once/day 2∼3 times/week Once/week

Dish/silver ware   9 (23.7)1) 20 (52.6) 5 (13.2) 1 (2.6)

Knife 12 (31.6) 25 (65.8) 1 ( 2.6) −

Cutting board 11 (28.9) 26 (68.4) 1 ( 2.6) −

Dish towel  9 (23.7) 24 (63.2) 1 ( 2.6) −
1) N (%)

Table 3. Frequency of utensils' sterilization.

28.9%, 1,201인 이상인 시설이 31.6%였다. 1일 평균 

급식 수는 2,830식이었으며,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

하는 경우가 전체의 23.7%였고, 소도시나 읍면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76.3%였다. 취사부 인원은 평균 32
명이었고, 취사부 1인당 하루급식인원은 81인분이었

다. 배식은 수용자가 있는 각 방(방인원: 보통 3∼5
명) 및 취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배식 시 저

울로 정량을 측정하여 정량 배식하고 있었다. 

3. 기구 소독 및 설비․기기 구비현황

주방기구에 대한 소독 횟수를 Table 3에 제시하였

다. 식기는 23.7%가 하루 2회 이상, 52.6%가 하루 

한 번 소독하였고 칼은 31.6%가 하루 2회 이상, 
65.8%가 하루 한 번 소독하였다. 도마는 28.9%가 하

루 2회 이상, 68.4%가 하루 한 번 소독하였고, 행주

는 23.7%가 하루 2번 이상, 63.2%가 하루 한 번 소

독하였다. 그런데 일주일에 2∼3회 이하로 소독하는 

경우도 칼, 도마, 행주는 2.6%로 한 곳에 불과했지

만 식기의 경우에는 15.8%였다.
대상 교정시설 급식소의 위생 기기 및 시설 구비

현황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위생관련 기기 및 시



306 | 교정시설 급식위생관리

Variables Frequency Variables Frequency

Air conditioner at kitchen  18 (47.4)1) Fan in storage area 32 (84.2)

Stainless steel trench 16 (42.1) Thermometer for inspection (surface)  9 (23.7)

Separation between pre-preparation area and 
 cooking area  7 (18.4) Thermometer for food temperature  9 (23.7)

Using designated sink according to food group  6 (15.8) Toilet for employees only 36 (94.7)

Over than 540 lux in lighting system at 
 inspection area  4 (10.5) Sanitizing equipment for shoes 27 (71.1)

Inspection table 12 (31.6) Sanitizing equipment for knives and cutting-boards 10 (26.3)

Carrier for a wicker basket 10 (26.3) Prevention facility from insects and rats 26 (68.4)

Sink for hand washing at kitchen 24 (63.2) Adequate size of refrigerator 35 (92.1)

Sanitizing equipment for hands at kitchen 13 (34.2) Refrigerator for food sample only 32 (84.2)

Hood at cooking area 33 (86.8) Hose hanger or nozzle  19 (50.0)

The mean ratio of sanitary facilities/equipment (%)  49.7±2.82)

1) N (%)
2) Mean±SE

Table 4. The status of sanitary facilities/equipment installation.

 Barriers Total Over 33)

Facility, equipment/financing support-related (α=0.724)1)  3.94±0.112)  32 (84.2)4)

  Limited availability of facilities and equipment 4.16±0.12 31 (81.6)

  Lack of support from financing department 3.97±0.12 29 (76.3)

  Improper layout of facility 3.68±0.15 22 (57.9)

Dietitian-related (α=0.566) 3.46±0.11 24 (63.2)

  Need of in-depth training on a sanitation management 3.61±0.12 22 (57.9)

  Limited dietitian's understanding on a sanitation management 3.32±0.15 15 (39.5)

Cook-related (α=0.669) 3.43±0.10 27 (71.1)

  Lack of employee training programs 3.71±0.12 27 (71.1)

  Low employees' willingness to implement sanitary practice 3.39±0.13 17 (44.7)

  Limited time for employee training 3.18±0.13 14 (36.8)

Lack of cook supply 3.42±0.19 17 (44.7)

Stakeholder-related (α=0.701) 3.18±0.12 22 (57.9)

  Difficulty in controling security 3.66±0.17 22 (57.9)

  Lack of suppliers' support 3.08±0.14 12 (31.6)

  Lack of governor's commitment to implementing a sanitary system 2.82±0.16  7 (18.4)

Total (α=0.840) 3.50±0.09 32 (84.2)

A 5-point scale was used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1) Reliability statistics
2) Mean±SE
3) Dietitians' perception of barriers to implementing a sanitary system exceeds neutral level
4) N (%) 

Table 5. Dietitians' perception of barriers to implementing a sani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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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acility,
financing-related

Dietitian-
related

Cook-
related

Lack of 
cook supply

Stakeholder-
related

Educational level

  College (n=15)  3.98±0.151) 3.73±0.16 3.58±0.15 3.67±0.30 3.31±0.16

  ＞University (n=23) 3.91±0.15 3.28±0.14 3.33±0.13 3.26±0.24 3.10±0.17

  P-value 0.768 0.045* 0.232 0.296 0.415

Career as a foodservice dietitian

  ≤6 years (n=13) 3.95±0.23 3.38±0.23 3.38±0.18 2.77±0.30a 3.13±0.24

  7∼12 years (n=13) 4.05±0.14 3.58±0.17 3.54±0.13 3.69±0.31b 3.31±0.20

  ≥13 years (n=12) 3.81±0.17 3.42±0.18 3.36±0.21 3.83±0.30b 3.11±0.20

  P-value 0.649 0.755 0.738 0.036* 0.780

No. of meals prepared per a cook/day  

  ≤80 (n=17) 3.76±0.18 3.41±0.18 3.27±0.16 2.94±0.25 3.00±0.21

  ＞80 (n=21) 4.08±0.12 3.50±0.14 3.56±0.12 3.81±0.25 3.33±0.15

  P-value 0.139 0.697 0.161 0.019* 0.184

The mean ratio of sanitary facilities/equipment

  ≤50 (n=20) 4.30±0.12 3.70±0.17 3.68±0.12 3.55±0.28 3.43±0.16

  ＞50 (n=18) 3.54±0.12 3.19±0.10 3.15±0.13 3.28±0.25 2.91±0.17

  P-value 0.000*** 0.018* 0.005** 0.475 0.032*

A 5-point scale was used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1) Mean±SE, *P＜0.05, **P＜0.01, ***P＜0.001 
a,b Different superscript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t the alpha=0.05 by a Duncan post-hoc test.

Table 6. Comparison of dietitians' perception of barriers to implementing a sanitary system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anitary 
equipment status.

설 중 80% 이상의 급식소가 후드, 식품보관실 내의  

환기시설, 취사부 전용 화장실, 급식규모에 적합한 

용량의 냉동 ․ 냉장고, 보존식 전용 냉동고를 보유하

고 있었으나, 별도 전처리실, 용도별 세정대, 검수구

역의 적절한 조명시설, 소쿠리 운반대, 식품 검수용 

온도계, 식품온도 측정용 온도계, 칼과 도마 소독기

를 갖추고 있는 급식소는 30% 미만이었다. 전체적

으로 위생 관련기기 및 시설의 구비율(20개 품목 중 

구비하고 있는 비율)은 50% 정도로 나타났다.

4. 위생관리 장애요인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에 대

한 응답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영양사들이 가

장 큰 장애로 지적한 사항은 ‘위생시설 · 설비 부족

(4.16)’이었다. ‘위생시설 · 설비 부족’은 81.6%가 장

애가 있다고 인지하여 가장 높은 장애요인으로 인지

하고 있었으며, ‘예산지원 부족’, ‘취사부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도 장애가 있다는 응답을 한 영양사의 

비율이 70%가 넘어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장애요인으로의 인식 정도가 낮았던 사항은 ‘시
설장의 수행의지 부족(2.82)’, ‘납품업체의 협조 부족

(3.08)’, ‘취사부 훈련시간 부족(3.18)’이었다.
이 장애요인들을 요인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 ․ 

예산관련 장애’는 3.94로 5가지 장애요인 중 가장 높

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영양사관련 장애(3.46)’, ‘취
사부관련 장애(3.43)’, ‘취사부인원 부족으로 인한 장

애(3.42)’, ‘관계인관련 장애(3.18)’ 순으로 나타났다. 
영양사의 위생관리 장애요인의 하위영역에 대한 인

식정도를 영양사와 시설의 일반사항 및 기기 구비율 

정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Table 6), 전문대졸 영양

사가 대졸 영양사에 비해 ‘영양사관련 장애’를 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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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tary management item Total

Personal hygiene (α=0.840)1)  3.33±0.112)

  Excluding workers with infectious disease or open wounds 4.03±0.15

  Confirming cleanness of workers' uniform and hair restraints 3.16±0.15

  Cleaning hands properly - washing with soap for 20 seconds including fingernail brushing then rinsing in running water 2.55±0.14

  Washing workers' hands whenever they need to 2.92±0.14

  Using separated gloves solely for each designated purpose 3.13±0.16

  Keeping workers from consuming foods and beverages in the kitchen 4.18±0.15

Food ingredients (α=0.783) 3.43±0.12

  Products must never be placed on the floor 3.29±0.16

  Products allowed in the kitchen only after packaging materials removed 3.11±0.16

  Storing food materials and non-food materials separately 3.97±0.14

  Thawing meat and fish in the refrigerator or running water 3.34±0.17

Food production (α=0.829) 3.38±0.11

  Any food taken out for tasting must never be returned to the cooking container 3.29±0.13

  Verifying internal temperature to reach 74oC or more when cooking 3.08±0.21

  Hose must never be placed on the floor 2.76±0.16

  Cooked food and chilled food must never be mixed 3.74±0.13

  Strictly separating knives, cutting boards, and containers by using purposes 3.42±0.16

  Serving foods with sanitary utensils 3.39±0.14

  Keeping cooked foods in the container with a lid 3.97±0.12

Equipment/environment (α=0.801) 3.84±0.10

  Sampling preserved meals by standard methodology 4.50±0.09

  Excluding outsiders from the kitchen 3.71±0.17

  Keeping the cooking utensil in the sanitized place after sanitizing 3.45±0.18

  Cleaning and sanitizing equipments (chopper, slicer, peeler, etc.) after use 3.82±0.15

  Handling foods remnants and trash in a cleaned container with a lid 3.79±0.16

  Managing the restroom and the dressing room cleanly. 3.79±0.11

Total (α=0.932) 3.50±0.10

A 5-point scale was used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1) Reliability statistics
2) Mean±SE

Table 7. Performance of sanitary management.

게 인식하고 있었으며(P＜0.05), 영양사의 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취사부 인원 부족으로 인한 장애’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P＜0.05). 취사부 1인당 하루급

식인원이 80인보다 많은 경우 ‘취사부 인원 부족으로 

인한 장애’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P＜0.05), 위
생 관련기기 및 시설의 구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시설 ․ 예산관련 장애(P＜0.001)’뿐 아니라 ‘영양사관

련 장애(P＜0.05)’, ‘취사부관련 장애(P＜0.01)’, ‘관계

인관련 장애(P＜0.05)’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5. 위생관리 수행수준

대상 급식소의 위생수행수준평가 결과를 Table 7
에 제시하였다. 영양사들은 ‘보존식은 지침에 따라 

준비한다’의 수행수준을 가장 높다(4.50)고 하였고, 
‘손을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20초 이상 충분히 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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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ersonal hygiene Food ingredients Food production Equipment/ 
environment

Educational level

  College (n=15)  3.12±0.131) 3.32±0.20 3.25±0.17 3.67±0.20

  ＞University (n=23) 3.46±0.17 3.50±0.16 3.47±0.14 3.96±0.11

  P-value 0.132 0.468 0.332 0.175

Career as a foodservice dietitian

  ≤6 years (n=13) 3.17±0.23 3.25±0.23 3.12±0.21 3.60±0.20

  7∼12 years (n=13) 3.42±0.18 3.44±0.21 3.52±0.14 4.05±0.13

  ≥13 years (n=12) 3.40±0.15 3.60±0.19 3.51±0.20 3.88±0.19

  P-value 0.580 0.508 0.231 0.200

No. of meals prepared per a cook/day  

  ≤80 (n=17) 3.42±0.20 3.43±0.21 3.32±0.17 3.82±0.16

  ＞80 (n=21) 3.25±0.12 3.43±0.14 3.43±0.14 3.86±0.14

  P-value 0.457 0.993 0.623 0.874

The mean ratio of sanitary facilities/equipment

  ≤50 (n=20) 3.03±0.13 3.14±0.15 3.16±0.15 3.61±0.14

  ＞50 (n=18) 3.66±0.15 3.75±0.17 3.63±0.14 4.10±0.12

  P-value 0.003** 0.010* 0.028* 0.015*

A 5-point scale was used (‘1-strongly disagree’, ‘5-strongly agree’)
1) Mean±SE, *P＜0.05, **P＜0.01

Table 8. Comparison of food sanitation performa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anitary equipment status. 

고 손톱과 손톱주위는 부드러운 솔로 닦아 미지근

한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군다’의 수행수준을 가장 

낮다(2.55)고 평가하였다. 그 외에 손 씻는 시점, 고
무호스 관리 등의 수행수준이 3점 미만으로 평가되

었다. 이 위생수행수준 평가항목을 4개 하위영역인 

‘개인위생’, ‘식재료취급’, ‘조리작업’, ‘기기관리 및 

환경위생’으로 구분하면 ‘기기관리 및 환경위생’의 

수행수준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위생(3.33)’, 
‘식재료취급(3.43)’, ‘조리작업(3.38)’은 유사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대상 급식소의 위생수행수준의 4개 하위영역에 

대한 평가를 영양사와 시설의 일반사항 및 위생기

기의 구비율 정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영양사와 시설의 일반사항은 급식소의 위

생수행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위생 관련기기 

및 시설의 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구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 비해 ‘개인위생’(P＜0.01), ‘식재

료취급’(P＜0.05), ‘조리작업’(P＜0.05), ‘기기환경위

생’(P＜0.05) 모든 하위영역의 위생수행수준이 유의

하게 높았다. 

고 찰

교정시설 급식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 · 기결 수

용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도 불

구하고 교정급식 대상자인 수용자는 범죄자라는 이

유로 급식의 질적 ․ 양적 측면에서 급식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 내에

서 가능한 한 필요한 영양공급을 해야 하며 급식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 급식의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위

생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교정시설 

급식의 위생관리현황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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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영양사의 연령은 35세 이

상이 55.3%를 차지하였으며, 30∼34세는 28.9%, 29
세 이하는 15.8%였다. 이 결과는 장애인 복지시설 

영양사의 경우(Lee 2008) 35세 이상이 38.5%였고, 경
북지역 학교 영양사의 경우(Lee 2006) 35세 이상이 

44.6%인 것에 비해 35세 이상 비율이 높았다. 학력

은 60.5%가 대졸 이상이었으며, 전문대졸 영양사는 

39.5%로 장애인 복지시설 영양사의 경우(Lee 2008) 
대졸 이상이 44.0%인 것에 비해 대졸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학교 영양사의 경우에 대졸 이상이 Lee 
(2006)의 연구에서 92.8%, Chong & Kwak(2000)의 연

구에서 84.3%였던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수용자 인원 규모는 평균 944명이었는데 1일 평

균 급식 수가 2,830식인 것은 수용자에 대한 급식을 

하루 3번 실시하기 때문이다. 교정시설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하는 경우가 전체의 23.7%였고, 소
도시나 읍면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76.3%로 4분의 

3 이상이 읍면지역에 위치하였다. 취사부 인원은 평

균 32명이었고, 취사부 1인당 하루 급식인원은 81인
분이었다. 취사부 1인당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

할 때 1시간당 10.1인분에 해당되며 이는 초등학교

의 경우 평균 14.8인분인 것(Kwak 등 2010)과 비교

하였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교정시설 급식이 학교

급식에 비해 부식의 개수가 적고 단순한 것을 고려

한다면 생산성은 더 낮은 것으로 보이며, 원인은 취

사부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취사

부를 대상으로 조리기술 교육을 하여 생산성을 향

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방기구에 대한 소독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하루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있었지만 식기는 일주일에 2
∼3회 이하로 소독하는 경우가 15.8%로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일 소독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후드, 식품보관실 내의 환기시설, 보존식 전용 냉

동고 등의 경우는 80% 이상의 급식소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별도 전처리실, 용도별 세정대 등 위생관

리를 잘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급

식소는 30% 미만이었고 전체적으로 위생 관련기기 

및 설비의 구비율은 50% 정도로 나타났다. 장애인 

급식시설(Lee 2008)의 위생 관련기기 및 설비의 구

비율이 45%였던 것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학교급식의 경우(Lee 2006) 위생 관련기기 및 설비

의 구비율이 68% 정도였던 것에 비해 교정시설의 

위생 관련기기 및 설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장애로 

지적한 사항은 ‘위생시설 · 설비 부족(4.16)’이었고, 
‘예산지원 부족’, ‘취사부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도 

장애도가 높았다. 장애인 급식시설과 학교급식의 경

우에도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위생시설 · 설비의 부

족’이었다(Choi 등 2003; Lee & Lee 2005; Lee 2008). 
위생관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해 볼 때 

교정시설급식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시설 

· 설비의 미비, 예산지원 부족, 취사부 교육훈련 프

로그램 부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취사부 1인당 하루급식인원이 80인보다 많은 경우 

‘취사부 인원 부족으로 인한 장애’를 더 많이 인지하

고 있었으므로, 현재 취사부의 생산성 수준으로는 1
인당 하루급식인원을 80인분 이내로 하는 것이 위생

관리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

급식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인력보강보다는 

위생적인 조리를 하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조리 기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대상 급식소의 위생수행수준 중 ‘손을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20초 이상 충분히 닦고 손톱과 손톱주

위는 부드러운 솔로 닦아 미지근한 흐르는 물에 충

분히 헹굼’이 가장 낮게(2.55) 평가되었는데, 초등학

교 급식소의 경우(Hong 등 2008) 이 위생수행항목

에 대한 수행도 점수가 4.51로 나타난 것에 비할 

때 아주 낮은 수행수준이었다. 대상 급식소의 위생

수행수준평가의 4개 하위영역인 ‘개인위생’, ‘식재

료취급’, ‘조리작업’, ‘기기환경위생’에 대한 평가는 

3.33∼3.84로 장애인 급식시설(Lee 2008)이나 학교급

식소의 경우(Chong & Kwak 2000; Hong 등 200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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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개인위생’은 가장 낮

은 수행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수용자들 중 취

사부로 임명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

으로는 취사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생적

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교정시설 관리자는 조리에 참여하는 교정

시설 취사부에게 위생과 식중독 예방에 대한 기본

적인 개념교육을 하고 손 씻기, 개인위생과 관련해

서는 규칙적인 검사를 하여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Bick 2007).
영양사와 시설의 일반사항은 급식소의 위생수행수

준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위생 관련기기 및 시설

의 구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 ‘개인위생’, ‘식재료

취급’, ‘조리작업’, ‘기기환경위생’ 모든 하위영역의 

위생수행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므로 급식소의 위생

수행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생 관련기기 및 시설

의 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경우 예산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기기 및 시설의 구

비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바 우선적으로 취사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 개인위생 

개선이 필요하다. 교정시설 급식소 취사부의 위생수

행수준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는 교정시설 영양사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노력

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Association of correctional 
food service affiliates (ACFSA)’를 결성하여 교정시설 

급식관리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ACFSA insider’라는 계간지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거

나 공통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Associa-
tion of correctional food service affiliates 201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정시설 급식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

인 운영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교정시설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위생관리현황을 조사 ․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영양사의 65.8%는 여성이었으며, 학력은 

60.5%가 대졸 이상이었다. 대상 영양사의 영양사

경력은 6년 이하가 34.2%, 7∼12년이 34.2%, 13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가 31.6%였다. 
2. 1일 평균 급식 수는 2,830식이었으며, 소도시나 

읍면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76.3%였다. 취사부 

인원은 평균 32명이었고, 취사부 1인당 하루급식

인원은 평균 81인분이었는데, 학교급식보다 생산

성이 낮았다. 
3. 주방기구에 대한 소독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식기는 일주일에 2∼3회 이

하로 소독하는 경우가 15.8%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4. 전체적으로 위생 관련기기 및 설비의 구비율은 

평균 50% 정도였으며, 별도 전처리실, 용도별 세

정대 등 위생관리를 잘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

을 갖추고 있는 급식소는 30% 미만이었다.
5.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어렵게 하는 큰 장애로 지

적한 사항은 ‘위생시설 · 설비 부족, ‘예산지원 부

족’, ‘취사부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이었다. 취

사부 1인당 하루급식인원에 따라 ‘취사부 인원 

부족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

었고, 위생 관련기기 및 시설의 구비율은 ‘시설․
예산관련 장애’뿐 아니라 ‘영양사관련 장애’, ‘취
사부관련 장애’, ‘관계인관련 장애’에 대한 인지

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6. 위생수행수준 항목 중 가장 낮게 평가된 것은 

‘손을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20초 이상 충분히 

닦고 손톱과 손톱주위는 부드러운 솔로 닦아 미

지근한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굼’이었다. 위생수

행수준평가의 4개 하위영역인 ‘개인위생’, ‘식재

료취급’, ‘조리작업’, ‘기기환경위생’ 중에서 ‘개인

위생’은 가장 낮은 수행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위

생 관련기기 및 시설의 구비율이 위생수행수준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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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급식 대상자가 범죄자라는 측면이 예산

지원 증가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제한된 예산 

내에서 가능한 최대의 위생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위생 시설 · 설비의 점진적인 개선과 함께 

취사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

춘 개인위생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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