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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ood sanitation status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and assess 
the performance of food sanitation practices. Twenty elderly welfare facilities out of 85 located in Seoul with 
a capacity of fewer than 50 persons participated. The food sanitation status of worktable, kitchen utensils 
(knives, cutting boards, ladles, spoons), and tableware and bowls were examined by ATP bioluminescence. 
The results found that the ATP value of knife was the highest. Those of ladles appeared relatively higher 
than others. Meanwhile, the tableware and bowls, although washed everyday after meals, had the lowest ATP 
value. This study also conducted a survey on the food sanitation practices of 32 cooking employees in the 20 
facilities. Fifty-six percent were in their 40s, and 53% had graduated from high school. More than half (66%) 
of them had no certification of cooking. Half of the respondents had worked for at least 5 years in food 
service facilities, and had received food sanitation training. Among them, 31% said they applied food sani-
tation training while working, and 47% responded the training was very helpful. The foodservice employees 
demonstrated good food sanitation practices. The results show that food sanitation performance of the worker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their age, education level, total work experience in food service facilities, 
chef certification, and prior food sanitat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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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

은 2000년 8.3%에서 2009년 12.5%, 2018년에는 고령

인구가 14% 이상,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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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0). 현재의 고령화 수준은 다

른 국가에 비해 상 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세계에

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8.2%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영양, 노인들의 삶의 질에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노인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영양 및 급

식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Seo 2006).
2008년 8월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과 2005년 7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 의료 서

비스 정책에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Ryu 2001; 
Choi 2003),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건강에 한 사회적 보

호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따라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정책을 마련하

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정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

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체기관의 기능감퇴, 소화흡수력의 저하, 그리고 

만성질환이 부분인 노인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노

인의 건강상태를 악화 또는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위생관

리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Mathieu 2002; McCabe- 
Sellers & Beattie 2004; Park 등 2010). 노인복지법시

행규칙의 별표 7, 8에 따르면 위생과 관련하여 개인

위생 및 음용수에 한 기준이 전부로 현재 노인복

지시설의 시설 및 설비에 한 위생지침은 매우 미

비한 실정이다. 특히, 50인 이상인 급식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바탕으로 보건소 및 식약청, 구청위생

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 지도점검을 받고 있

으나 50인 미만의 노인급식시설의 경우 집단급식소

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부분으로 식품

의약품안전청이나 시 ․ 도의 위생과의 정기적인 검

사나 관리가 없는 실정이므로 급식 위생 관리면에

서 표적인 취약 시설이라 할 수 있다. 학교, 병원, 
산업체 급식시설 종사자를 상으로 위생지식 및 

위생관리 수행도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을 상으로 급식하는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위생적 식품취급과 관

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위생교

육, 급식위생 관리수행 수준과 실태조사에 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노인급식 관련 위

생관리 연구로는 노인 급식제공 담당 직원과 관리

자를 상으로 한 위생관리, 노인종합복지관의 자원

봉사자의 위생지식 및 수행 평가 연구만(Jung 등 

2003; Suh 등 2004; Yi 등 2009) 이루어졌고 점점 증

가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식품위생안전관리

에 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급식시설에서 위

생관리의 목적은 식중독 사고 예방에 있으므로 종

사자들이 위생에 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생관리 지침과 절차가 필요하며(Bolton 
등 2008; Kim & Lee 2009; Hong 등 2010), 관리자와 

조리 종사자의 인식과 지식 부족이 위생관리의 문

제점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리 종사

자들의 충분한 인식을 통한 실천이 강조되어지고 

있다(Kim 2005). 
위생관리 수행수준을 조리종사자의 설문 응답만

으로는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ATP(Adenosine 
Tri-Phosphate) bioluminescence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급식시설의 위

생관리 검사는 배지나 건조필름배지를 이용한 Swab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결과 판정을 위해서 미생

물 실험장비와 2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급식시설 

현장에서 급식시설의 위생상태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ATP(Adenosine Tri-Phosphate) 
bioluminescence 방법은 배지나 건조필름배지를 이용

한 Swab 방법의 단점인 신속성과 간편성을 보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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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ATP bioluminescence는 급식시설의 위생

실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속성 또는 직접 테스트 결

과를 바로 얻는 방법으로, 생균에 존재하는 ATP를 

추출하여 생물 발광성에 ATP가 소모되는 원리를 이

용하여 미생물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Kim 2004b; 강 

2007; 김 & 이 2009). 외국에서는 식품회사와 급식시

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Seeger & Griffiths 
1994; Murphy 등 1998; Brovko 등 1999; Finger & 
Sischo 2001). 

우리나라에서 ATP 분석 방법을 식품회사나 급식

시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취급자들

의 교육에서부터 위생관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최

소화하기 위한 적용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Aycicek 
등 2006). 국외에서는 우유장비 표면의 청결상태 평

가(Vilar 등 2008), 병원 주방 시설의 표면 위생상태 

조사(Aycicek 등 2006), 가정에서의 테이블과 손의 

위생검사(Larson 등 2003), HACCP 적용시 CCP(Critical 
Control Point) 규명에 사용되고 있다(Champiat 등 

2001). 국내에서는 호텔의 위생관리실태 연구에서 

ATP 방법을 이용(Kim 등 2009)한 연구와 ATP를 이

용한 학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평가(Park 2000), 급
식소 식품접촉표면 위생 모니터링 도구로서의 ATP 
Luminometer 적합성 확인(Kim 등 2010)에 관한 연구

로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TP를 활용하

여 50인 미만 노인 복지 시설의 식품안전위생 실태

를 조사하고 조리종사자의 식품안전관리 실천도를 

평가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서울 소재 노인복지 시설 현황(2010년 6월 기준)
에 기재되어 있는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들을 모

집단으로 하고 우편 및 팩스로 방문협조를 요청하

여 전체 85개 노인 복지 시설 중 20개 시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2010년 6월 본 연구를 위한 예

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20개 

노인 복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근무하는 조리 종

사자의 위생관리 실천도에 한 본 설문조사가 이

루어졌다. 또한,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거절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노인복지시설 급식소에서 ATP
를 이용한 위생관리 실태조사가 병행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ATP를 활용한 급식 위생관리 실태조사 실시

본 연구에서는 Biotrace사의 UNI-LITE® NG Lu-
minometer(Biotrace Co., CF313NA., United Kingdom)
와 3M Clean-TestTM Surface(3M Co. Saint, Paul, 
MN, USA)를 이용하여 급식 위생 실태조사를 하였

고 각 노인복지시설 조리장 내의 칼, 도마, 작업 , 
수저, 국자, 그릇, 정수기 입구를 상으로 하였다. 
시료의 채취는 Kim 등(2009)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

로 ATP 측정 전용 시료 채취 면봉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상의 면을 무작위로 정한 후 2회 반복 수행

하였다. 

2)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조리종사원의 

위생 관리 실천도 평가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 문헌(Park 2007; Kim & 
Park 2008; Song & Chae 2008; Yun 2008; Kim 2009; 
Park 등 2009; Ryu 2009; Yi 등 2009)을 바탕으로 하

고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총 20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1점 : 매우 그렇다∼5점: 전

혀 그렇지 않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리 시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조리 시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한다.’, 
‘손을 씻을 때는 비누거품을 충분히 내어서 손톱 밑

과 손가락 사이, 팔목까지 충분히 닦고 헹구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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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Items

Knife Cutting-
board

Work 
table Ladle Spoon Tableware

or bowl 

A 9.5   0.7   2.7 38.0  25.0 N.A1)

B 33.3  10.5   3.8 3.8  14.0  1.3

C 21.5   5.6   1.8 10.9  11.5  3.3

D 1.4   0.4   7.2 26.1  45.0  2.9

E 123.2  78.9  36.4 51.8  14.0 17.8

F 15.7   0.4   3.6 81.0 490.0  1.6

G 22.5  37.6 141.6 6.4 135.0  4.0

H 1.5   0.2   1.2 2.1  15.0  3.0

I 2.9   0.7  43.8 2.1  25.5  4.0

J 1.1   0.6   2.8 39.4  32.5  8.6

K 2.2   1.9  29.0 3.5  43.5  2.6

L 3,632.1  39.2   9.4 6.9  66.5  1.6

M 8.8   2.0   3.2 2.4   9.0  1.9

N 0.9 187.2   3.5 N.A  14.5  1.1

O 9.7  11.6  16.1 3,433.6  56.5 15.1

P 4.7   2.1  38.0 40.1 110.0 32.9

Q 2.3  31.5  11.3 4.3   7.5  2.8

Max. 3,632.1 187.2 141.6 3,433.6 490.0 32.9

Min. 0.9   0.2   1.2 2.1   7.5  1.1 

Mean±
S.D

229.0±
877.5

24.1±
47.0

20.9±
34.2

220.7±
828.3

65.6±
115.2

6.5±
8.6

1) N.A.: not attained

Table 1. Microbiological qualities of the cooking equipments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by ATP bioluminescence 
method.

(RLU/cm2)

‘조리 시 옆 사람과 불필요한 화를 하지 않는다.’, 
‘고무장갑은 용도별(조리용, 세척용 등)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전처리 및 조리 시 맨손으로 식재료를 

다루지 않는다.’, ‘생선을 손질한 칼로 채소나 육류

를 썰지 않는다.’, ‘화장실 이용 시 전용신발을 신는

다.’, ‘조리가 다 된 음식의 경우 뚜껑이 있는 용기

에 담아 보관한다.’, ‘조리에 사용된 식기류는 세척 

후 소독, 보관한다.’, ‘식자재 창고 등 조리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행주는 사용 후 삶아서 건조

시킨다.’, ‘배식 후 국통에 남은 국이나 찌개는 모두 

버린다.’, ‘식재료나 식기류를 바닥 가까이에 두고 

보관하지 않는다.’, ‘고무호스는 호스걸이를 사용하

여 관리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이 닿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서 뚜껑을 덮어 폐기한다.’, ‘가열조리

하지 않는 음식물의 식재료는 세척, 소독하여 사용

한다.’, ‘조리하는 국자로 간을 보지 않는다.’, ‘냉동 

육류나 어패류는 냉장고 또는 흐르는 찬물에 밀봉

한 상태에서 해동한다.’, ‘조리실에서 빨간 고무 야

를 사용하지 않는다.’ 위생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위

생교육경험의 유무와 정기교육여부, 교육 적용정도

가 포함되었다. 그 외에 성별, 연령, 최종학력, 조리

사 자격증 유무, 급식시설 총 근무기간을 조사하였

다. 위생교육의 현장 적용도는 4점 척도(1점: 많이 

적용한다, 2점: 체로 적용한다, 3점: 거의 적용하

지 않는다, 4점: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위생교육의 도움정도 역시 4점 척도(1
점: 매우 도움이 된다, 2점: 조금 도움이 된다, 3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4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SPSS 17.0을 이용하여 처

리하였다. ATP를 이용한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조

리종사자의 일반 사항, 위생 관리 실천도에 해 기

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령, 학력, 급식시

설 총 근무기간, 조리사자격증 유무, 위생교육경험

여부에 따른 위생 관리 실천도는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 과

1. ATP를 활용한 위생관리 실태조사 결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작업 , 칼, 도마, 국자, 숟가락, 
식품보관 용기의 ATP 평균값, 최 값, 최소값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칼 229.0±877.5 RLU/cm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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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Age (year)

21∼30   1 (  3.1)

31∼40   6 ( 18.8)

41∼50  18 ( 56.3)

51∼60   6 ( 18.8)

No response   1 (  3.1)

Education

Lower than middle school 
graduate   9 ( 28.1)

High school graduate  17 ( 53.1)

College graduate or higher   2 (  6.3)

Others   1 (  3.1)

No response   3 (  9.4)

Certification

Chef certified  10 ( 31.3)

None  21 ( 65.6)

No response   1 (  3.1)

Work experience in 
current facility (year)

＜1   9 ( 28.1)

1∼3   8 ( 25.0)

3∼5   6 ( 18.8)

≥5   8 ( 25.0)

No response   1 (  3.1)

Work experience in 
foodservice facility 
(year)

＜1   4 ( 12.5)

1∼3   6 ( 18.8)

3∼5   6 ( 18.8)

≥5  15 ( 46.9)

No response   1 (  3.1)

Total  32 (10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Food sanitation education N (%)

Have you ever taken food 
sanitation education?

Yes  18 ( 56.3)

No  14 ( 43.8)

Total  32 (100.0)

Regularity of food 
sanitation education 

Regaular  14 ( 77.8)

Irregular   4 ( 22.2)

Applicability of food 
sanitation education 

Very applicable  10 ( 55.6)

A little applicable   7 ( 88.9)

Almost not applicable   0 (  0.0)

Not at all applicable   1 (  5.6)

Usefulness of education 

Very useful  15 ( 83.3)

A little useful   2 ( 11.1)

Almost not useful   1 (  5.6)

Not at all useful   0 (  0.0)

Total  18 (100.0)

Table 3. Foodsevice employee's food sanitation education.

3,632.1), 도마 24.1±47.0 RLU/cm2(0.2∼187.2), 작업  

20.9±34.2 RLU/cm2(1.2∼141.6), 국자 220.7±828.3 RLU/ 
cm2(2.1∼3,433.6), 숟가락 65.6±115.2 RLU/cm2(7.5∼
490.0), 식품보관용기 6.5±8.6 RLU/cm2(1.1∼32.9)로 

나타났다. 이 중 칼의 수치가 가장 높은 ATP 값을 

보였으며, 국자도 다른 조리도구들에 비해 높은 값

을 보였다. 반면 매일 식사 후 세척을 하는 식기와 

같은 식품보관용기가 가장 낮은 ATP값을 나타냈다. 

2.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일반사항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조사 상자는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41∼50세가 56.3%로 가장 높았고 

31∼40세(18.8%), 51∼60세(18.8%), 21∼30세(3.1%) 순
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학력은 고졸이 

53.1%로 높았고 중졸 이하(28.1%), 졸 이상(6.3%)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1.3%가 조리사 자격증

을 소지하고 있었고, 65.5%는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46.9%가 5년 이상 급식시설

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급식시

설 근무경험은 1∼3년(18.8%), 3∼5년(18.8%), 1년 미

만(12.5%) 순으로 나타났고 급식시설 총 근무기간의 

평균은 5.25년으로 나타났다. 

3. 조리종사자의 위생교육 현황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현황은 Table 3과 같다. 조사 상자의 56.3%가 위생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3.8%는 위생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위생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에 한해서 정기교육 유무를 물었을 때 43.8%가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는다고 하였고 12.5%가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위생교

육의 적용 정도에서는 조사 상자의 31.3%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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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anitation performances Mean±SD1)

I do not wear ornaments such as earrings, 
necklaces or rings. 1.47±1.05

I wear disinfected uniform and cap during cooking. 2.06±1.68

When washing hands, I wash under the nails, 
between fingers and wrists after lathering enough. 1.50±0.95

I do not have unnecessary conversations with 
someone. 1.72±0.99

I classify rubber gloves according to the usages 
[cooking or washing]. 1.72±1.33

I do not touch ingredients with bare hands during 
cooking or preparation. 2.06±1.72

I do not cut the vegetables or meats with the 
knifes which was used to cut the fishes. 1.53±0.84

I put on provided shoes when using the bathrooms. 1.69±1.20

I store cooked foods in covered containers. 1.53±1.50

I sanitize dishes and tablewares after washing. 1.38±0.49

I keep the inner kitchen such as ingredients 
warehouse clean. 1.31±0.47

I dry disclothes after boiling. 1.25±0.51

I throw away all leftovers. 2.16±2.34

I do not put the ingredients and tablewares on the 
floor. 1.75±1.67

I hang the rubber hose on the hose ring. 2.91±2.82

I locate the food wastebin away from the food in 
the separate room and keep lid on it. 1.34±0.55

I wash and sanitize the ingredients which do not 
go thorough heating process. 2.09±1.99

I do not taste with a cooking ladle. 1.97±1.03

I seal the frozen flesh or seafood when defrosting 
them in the refrigerator or running water. 1.56±0.84

I do not use the red rubber-basin in the kitchen. 1.84±1.35
1) Likert 5-Point scale from 1-Strongly agree to 5-Strongly disagree

Table 4. Food sanitation performances of foodservice employees.

잘 적용한다고 답하였고 체로 적용한다(21.9%), 전
혀 적용하지 않는다(3.1%) 순으로 나타났다. 위생교

육의 도움 여부는 응답자의 46.9%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조금 도움 된다(6.3%), 거의 도움이 

안 된다(3.1%) 순으로 나타났다.

4.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도 평가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문항별 위

생관리 실천도는 Table 4와 같다.
각 문항별 실천도 수준을 살펴보면 ‘행주는 삶아

서 건조시킨다.’, ‘식자재 창고 등 조리실 내부를 청

결하게 관리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이 닿지 않

는 별도의 장소에서 뚜껑을 덮어 폐기한다.’ 등은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도가 높은 반면에 ‘고무

호스는 호스걸이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배식 후 

국통에 남은 국이나 찌개는 모두 버린다.’, ‘가열조

리하지 않는 음식물의 식재료는 세척, 소독하여 사

용한다.’, ‘조리 시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한다.’ 
‘전처리 및 조리시 맨손으로 식재료를 다루지 않는

다.’문항은 실천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조리종사자의 연령에 따른 위생관리 실천도 평가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연령에 따

른 위생관리 실천도 차이는 Table 5와 같다. 연령을 

40  이하와 50  이상으로 나눈 뒤 위생관리 실천

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50  이상 

집단의 위생관리 실천도가 40  이하 집단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을 씻을 때는 비누거

품을 충분히 내어서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 팔목까

지 충분히 닦고 헹구어준다(P＜0.10)’, ‘조리 시 옆 

사람과 불필요한 화를 하지 않는다(P＜0.10).’, ‘생
선을 손질한 칼로 채소나 육류를 썰지 않는다(P
＜0.10).’, ‘식자재 창고 등 조리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한다(P＜0.10).’ 문항에서 50  이상 집단의 실

천도 수준이 40  이하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 조리종사자의 학력에 따른 위생관리 실천도 평가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학력에 따

른 위생관리 실천도 차이는 Table 6과 같다. 학력을 

고졸 이하와 졸 집단으로 나눈 뒤 위생관리 실천

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졸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위생관리 실천도가 더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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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anitation performances Age Mean±SD1) t-value Sig

I do not wear ornaments such as earrings, necklaces or rings.
≤40’s
≥50’s

1.71±1.50
1.25±0.52

0.81 0.45

I wear disinfected uniform and cap during cooking.
≤40’s
≥50’s

3.14±3.08
1.71±0.91

1.22 0.27

When washing hands, I wash under the nails, between fingers and wrists after lathering 
enough.

≤40’s
≥50’s

2.00±1.41
1.29±0.69

1.85 0.07*

I do not have unnecessary conversations with someone.
≤40’s
≥50’s

2.57±1.40
1.42±0.65

2.12 0.07*

I classify rubber gloves according to the usages [cooking or washing].
≤40’s
≥50’s

1.86±1.46
1.67±1.34

0.32 0.75

I do not touch ingredients with bare hands during cooking or preparation.
≤40’s
≥50’s

2.29±1.25
1.96±1.88

0.43 0.67

I do not cut the vegetables or meats with the knifes which was used to cut the fishes.
≤40’s
≥50’s

2.00±1.16
1.38±0.71

1.77 0.09*

I put on provided shoes when using the bathrooms.
≤40’s
≥50’s

2.43±1.62
1.50±1.02

1.44 0.19

I store cooked foods in covered containers.
≤40’s
≥50’s

1.71±0.76
1.50±1.64

0.33 0.74

I sanitize dishes and tablewares after washing.
≤40’s
≥50’s

 1.43±0.54
1.38±0.50

0.25 0.81

I keep the inner kitchen such as ingredients warehouse clean.
≤40’s
≥50’s

1.57±0.54
1.21±0.42

1.91 0.07*

I dry dishcloth after boiling.
≤40’s
≥50’s

1.29±0.49
1.21±0.51

0.36 0.72

I throw away all leftovers.
≤40’s
≥50’s

2.71±2.87
2.00±2.27

0.69 0.49

I do not put the ingredients and tablewares on the floor.
≤40’s
≥50’s

2.00±1.41
1.67±1.79

0.45 0.65

I hang the rubber hose on the hose ring.
≤40’s
≥50’s

2.71±2.81
3.04±2.91

−0.26 0.79

I locate the food wastebin away from the food in the separate room and keep lid on it.
≤40’s
≥50’s

1.57±0.54
1.29±0.55

1.19 0.24

I wash and sanitize the ingredients which do not go thorough heating process.
≤40’s
≥50’s

1.57±0.54
2.29±2.26

−0.83 0.41

I do not taste food with a cooking ladle.
≤40’s
≥50’s

2.57±1.27
1.83±0.92

1.72 0.10

I seal the frozen flesh or seafood when defrosting them in the refrigerator or running 
water.

≤40’s
≥50’s

1.86±0.69
1.46±0.88

1.10 0.28

I do not use the red rubber-basin in the kitchen.
≤40’s
≥50’s

2.43±1.62
1.71±1.27

1.24 0.22

1) Likert 5-Point scale from 1-Strongly agree to 5-Strongly disagree
*P＜0.10

Table 5. Differences in food sanitation performances by foodservice employees'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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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anitation performances Education Mean±SD1) t-value Sig

I do not wear ornaments such as earrings, necklaces or rings.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27±0.53
1.00±0.00

0.70 0.49

I wear disinfected uniform and cap during cooking.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85±1.69
2.50±2.12

−0.52 0.61

When washing hands, I wash under the nails, between fingers 
and wrists after lathering enough.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27±0.45
1.00±0.00

3.04 0.01**

I do not have unnecessary conversations with someone.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65±0.80
1.00±0.00

4.18 0.00***

I classify rubber gloves according to the usages [cooking or 
washing].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38±0.85
1.00±0.00

0.63 0.54

I do not touch ingredients with bare hands during cooking or 
preparation.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92±1.74
1.50±0.71

0.34 0.74

 I do not cut the vegetables or meats with the knifes which 
was used to cut the fishes.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35±0.56
1.00±0.00

3.14 0.00***

I put on provided shoes when using the bathrooms.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69±1.12
1.00±0.00

0.86 0.40

I store cooked foods in covered containers.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65±1.60
1.00±0.00

0.57 0.58

I sanitize dishes and tablewares after washing.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35±0.49
1.00±0.00

3.64 0.00***

I keep the inner kitchen such as ingredients warehouse clean.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31±0.47
1.00±0.00

3.33 0.00***

I dry dishclothes after boiling.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23±0.51
1.00±0.00

0.62 0.54

I throw away all leftovers.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2.19±2.56
1.50±0.71

0.38 0.71

I do not put the ingredients and tablewares on the floor.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69±1.72
1.00±0.00

0.56 0.58

I hang the rubber hose on the hose ring.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3.31±2.99
1.00±0.00

1.07 0.29

I locate the food wastebin away from the food in the separate 
room and keep lid on it.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38±0.57
1.00±0.00

3.43 0.00***

I wash and sanitize the ingredients which do not go thorough 
heating process.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2.12±2.10
1.00±0.00

0.74 0.47

I do not taste food with a cooking ladle.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92±0.94
1.50±0.71

0.62 0.54

I seal the frozen flesh or seafood when defrosting them in the 
refrigerator or running water.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58±0.90
1.50±0.71

0.12 0.91

I do not use the red rubber-basin in the kitchen.
Lower than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1.88±1.31
1.00±0.00

0.94 0.36

1) Likert 5-Point scale from 1-Strongly agree to 5-Strongly disagree
**P＜0.05, ***P＜0.01

Table 6. Differences in food sanitation performances by foodservice employe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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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anitation performances Work 
experience Mean±SD1) t-value Sig

I do not wear ornaments such as earrings, necklaces or rings.
＜3
≥3 

1.20±0.42
1.62±1.24

−1.03 0.31

I wear disinfected uniform and cap during cooking.
＜3
≥3

2.50±2.51
1.90±1.18

0.91 0.37

When washing hands, I wash under the nails, between fingers and wrists after 
lathering enough.

＜3
≥3 

1.30±0.48
1.62±1.12

−0.86 0.40

I do not have unnecessary conversations with someone.
＜3
≥3

1.60±0.70
1.71±1.10

−0.30 0.77

I classify rubber gloves according to the usages [for cooking or for washing].
＜3
≥3

1.20±0.42
1.95±1.56

−2.05 0.05*

I do not touch ingredients with bare hands during cooking or preparation.
＜3
≥3

2.50±2.46
1.90±1.30

0.89 0.38

I do not cut the vegetables or meats with the knifes which was used to cut the 
fishes.

＜3
≥3

1.60±0.70
1.52±0.93

0.23 0.82

I put on provided shoes when using the bathrooms.
＜3
≥3

1.60±0.97
1.62±1.24

−0.04 0.97

I store cooked foods in covered containers.
＜3
≥3

2.30±2.45
1.19±0.40

1.42 0.19

I sanitize dishes and tablewares after washing.
＜3
≥3

1.30±0.48
1.43±0.51

−0.67 0.51

I keep the inner kitchen such as ingredients warehouse clean.
＜3
≥3

1.30±0.48
1.33±0.48

−0.18 0.86

I dry dishclothes after boiling.
＜3
≥3

1.20±0.42
1.29±0.56

−0.43 0.67

I throw away all leftovers.
＜3
≥3

3.10±3.18
1.76±1.81

1.24 0.24

I do not put the ingredients and tablewares on the floor.
＜3
≥3

1.40±0.52
1.95±2.01

−0.85 0.40

I hang the rubber hose on the hose ring.
＜3
≥3

5.10±3.54
1.81±1.72

2.79 0.02**

I locate the food wastebin away from the food in the separate room and keep 
lid on it.

＜3
≥3

1.50±0.71
1.29±0.46

0.87 0.40

I wash and sanitize the ingredients which do not go thorough heating process.
＜3
≥3

3.10±3.18
1.67±0.91

1.40 0.19

I do not taste food with a cooking ladle.
＜3
≥3

1.70±0.68
2.05±1.16

−0.87 0.39

I seal the frozen flesh or seafood when defrosting them in the refrigerator or 
running water.

＜3
≥3

1.50±0.71
1.57±0.93

−0.22 0.83

I do not use the red rubber-basin in the kitchen.
＜3
≥3

2.10±1.45
1.76±1.34

0.64 0.53

1) Likert 5-Point scale from 1-Strongly agree to 5-Strongly disagree
*P＜0.10, **P＜0.05

Table 7. Differences in food sanitation performances by foodservice employees' work experienc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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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anitation performances Chef certification Mean±SD1) t-value Sig

I do not wear ornaments such as earrings, necklaces or rings.
Certified
None

1.80±1.32
1.33±0.91

1.15 0.26

I wear disinfected uniform and cap during cooking.
Certified
None

1.90±1.29
2.19±1.89

−0.44 0.66

When washing hands, I wash under the nails, between fingers and wrists 
after lathering enough.

Certified
None

1.80±1.23
1.33±0.78

1.28 0.21

I do not have unnecessary conversations with someone.
Certified
None

2.40±1.17
1.33±0.66

3.26 0.00***

I classify rubber gloves according to the usages [for cooking or for 
washing].

Certified
None

2.10±1.60
1.57±1.21

1.03 0.31

I do not touch ingredients with bare hands during cooking or preparation.
Certified
None

2.10±1.37
1.95±1.88

0.22 0.83

I do not cut the vegetables or meats with the knifes which was used to cut 
the fishes.

Certified
None

1.60±0.97
1.43±0.75

0.54 0.59

I put on provided shoes when using the bathrooms.
Certified
None

1.90±1.29
1.48±1.08

0.96 0.34

I store cooked foods in covered containers.
Certified
None

1.50±0.53
1.48±1.75

0.04 0.97

I sanitize dishes and tablewares after washing.
Certified
None

1.50±0.53
1.33±0.48

0.87 0.39

I keep the inner kitchen such as ingredients warehouse clean.
Certified
None

1.50±0.53
1.19±0.40

1.64 0.12

I dry dishclothes after boiling.
Certified
None

1.40±0.70
1.19±0.40

0.88 0.40

I throw away all leftovers.
Certified
None

2.10±2.47
2.24±2.39

−0.15 0.88

I do not put the ingredients and tablewares on the floor.
Certified
None

2.10±1.60
1.57±1.75

0.81 0.43

I hang the rubber hose on the hose ring.
Certified
None

2.60±2.32
2.76±2.83

−0.16 0.88

I locate the food wastebin away from the food in the separate room and 
keep lid on it.

Certified
None

1.70±0.48
1.14±0.48

3.02 0.01**

I wash and sanitize the ingredients which do not go thorough heating 
process.

Certified
None

1.80±0.63
2.24±2.43

−0.56 0.58

I do not taste food with a cooking ladle.
Certified
None

2.70±1.25
1.57±0.68

2.67 0.02**

I seal the frozen flesh or seafood when defrosting them in the refrigerator 
or running water.

Certified
None

2.10±1.10
1.29±0.56

2.75 0.01**

I do not use the red rubber-basin in the kitchen.
Certified
None

2.50±1.58
1.48±1.12

2.08 0.05*

1) Likert 5-Point scale from 1-Strongly agree to 5-Strongly disagree
*P＜0.10, **P＜0.05, ***P＜0.01

Table 8. Differences in food sanitation performances by foodservice workers' chef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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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anitation performances Prior experience Mean±SD1) t-value Sig

I do not wear ornaments such as earrings, necklaces or rings.
Yes
No

1.67±1.33
1.21±0.43

1.36 0.19

I wear disinfected uniform and cap during cooking.
Yes
No

2.11±1.23
2.00±2.18

0.18 0.86

When washing hands, I wash under the nails, between fingers and wrists after 
lathering enough.

Yes
No

1.50±1.04
1.50±0.86

0.00 1.00

I do not have unnecessary conversations with someone.
Yes
No

1.83±1.10
1.57±0.85

0.74 0.47

I classify rubber gloves according to the usages [for cooking or for washing].
Yes
No

1.83±1.51
1.57±1.09

0.55 0.59

I do not touch ingredients with bare hands during cooking or preparation.
Yes
No

1.78±1.17
2.43±2.24

−1.06 0.30

I do not cut the vegetables or meats with the knifes which was used to cut 
the fishes.

Yes
No

1.39±0.78
1.71±0.91

−1.09 0.29

I put on provided shoes when using the bathrooms.
Yes
No

1.61±1.29
1.79±1.12

−0.40 0.69

I store cooked foods in covered containers.
Yes
No

1.22±0.43
1.93±2.13

−1.22 0.24

I sanitize dishes and tablewares after washing.
Yes
No

1.33±0.49
1.43±0.51

−0.54 0.60

I keep the inner kitchen such as ingredients warehouse clean.
Yes
No

1.33±0.49
1.29±0.47

0.28 0.78

I dry dishclothes after boiling.
Yes
No

1.22±0.55
1.29±0.47

−0.35 0.73

I throw away all leftovers.
Yes
No

1.78±1.87
2.64±2.85

−1.04 0.31

I do not put the ingredients and tablewares on the floor.
Yes
No

1.67±1.28
1.86±2.11

−0.32 0.75

I hang the rubber hose on the hosering.
Yes
No

1.89±1.88
4.21±3.33

−2.34 0.03**

I locate the food wastebin away from the food in the separate room and keep 
lid on it.

Yes
No

1.33±0.48
1.36±0.63

−0.12 0.91

I wash and sanitize the ingredients which do not go thorough heating process.
Yes
No

1.56±0.61
2.79±2.83

−1.60 0.13

I do not taste food with a cooking ladle.
Yes
No

2.11±1.18
1.79±0.80

0.88 0.39

I seal the frozen flesh or seafood when defrosting them in the refrigerator or 
running water.

Yes
No

1.67±0.97
1.43±0.64

0.79 0.44

I do not use the red rubber-basin in the kitchen.
Yes
No

1.78±1.31
1.93±1.44

−0.31 0.76

1) Likert 5-Point scale from 1-Strongly agree to 5-Strongly disagree
**P＜0.05

Table 9. Differences in food sanitation performances by foodservice workers' prior food sanitation educat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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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손을 씻을 때에는 비누거품을 충분히 내어

서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 팔목까지 충분히 닦고 

헹구어준다(P＜0.05).’ ‘조리 시 옆 사람과 불필요한 

화를 하지 않는다(P＜0.01).’ ‘생선을 손질한 채소

나 육류를 썰지 않는다(P＜0.01).’ ‘조리에 사용된 식

기류는 세척 후 소독, 보관한다(P＜0.01).’ ‘식자재 

창고 등 조리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한다(P＜0.01).’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이 닿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서 

뚜껑을 덮어 폐기한다(P＜0.01).’ 문항에서 졸 이

상 집단의 실천도 수준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

났다.

7. 조리종사자의 급식시설 총 근무기간에 따른 위생관리 

실천도 평가

조리종사자의 급식시설 총 근무기간에 따른 위생

관리 실천도 차이는 Table 7에 제시되었다. 급식시

설 총 근무기간을 3년 미만과 3년 이상으로 나눈 

뒤 위생관리 실천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고무장

갑은 용도별(조리용, 세척용 등)로 구분하여 사용한

다(P＜0.10).’ 문항에서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집단

의 실천도 수준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에 ‘고무호스는 호스걸이를 사용하여 관리한다(P＜ 

0.05).’ 문항에서는 근무기간이 3년 이상 집단의 실

천도 수준이 3년 미만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

게 나타났다.

8. 조리종사자의 조리사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른 

위생관리 실천도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조리사 자

격증 소지여부에 따른 위생관리 실천도 차이를 비

교해 본 결과(Table 8) ‘조리 시 옆 사람과 불필요한 

화를 하지 않는다(P＜0.01).’, ‘음식물쓰레기는 식

품이 닿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서 뚜껑을 덮어 폐기

한다(P＜0.05).’ ‘조리하는 국자로 간을 보지 않는다

(P＜0.05)’, ‘냉동 육류나 어패류는 냉장고 또는 흐르

는 찬물에 밀봉한 상태에서 해동한다(P＜0.05).’ ‘조
리실에서 빨간 고무 야를 사용하지 않는다(P＜ 

0.10).’ 문항에서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집

단의 실천도 수준이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9. 조리종사자의 위생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위생관리 

실천도 평가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위생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위생관리 실천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9) 전체적으로 위생교육 경험이 있는 집

단이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위생관리 실천도 

수준이 높았다. 특히, ‘고무호스는 호스걸이를 사용

하여 관리한다(P＜0.05).’ 문항에서 위생교육경험이 

있는 집단이 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위생관리 

실천도 수준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는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도를 

평가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작업 , 칼, 도

마, 국자, 숟가락, 식품보관 용기의 ATP 분석결과 

칼의 수치가 가장 높은 ATP 값을 보였으며, 국자도 

다른 조리도구들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매

일 식사 후 세척을 하는 식기가 가장 낮은 ATP 값

을 나타냈다. 이는 서울 시내 주요 호텔 주방에서 

칼, 도마, 행주, 캔오프너, 식품보관용기, 슬라이스머

신칼날, 냉장고손잡이, 작업 , 싱크  표면을 ATP 
분석한 결과(Kim 등 2009) 칼 9.6±1.22 RLU/cm2, 도

마 23.2±2.04 RLU/cm2, 작업  8.3±1.10 RLU/cm2, 식
품보관용기 9.4±1.31 RLU/cm2로 나타나 노인복지시

설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창

원시에 소재한 단체급식소 4곳을 상으로 칼(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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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도마(PVC 재질), 고무장갑 표면을 ATP 분석

한 결과(Kim 등 2010) 소독을 실시한 후에 측정된 

값은 칼 32.8 RLU/cm2, 도마 13.2 RLU/cm2로 본 연

구 결과보다 ATP 값이 낮게 나타나 노인복지시설에

서 위생관리 수준이 타 단체 급식소보다 제 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본 연

구 결과보다 ATP 값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도 보고

되었다. Aycicek 등(2006)이 미국 병원 급식소 14곳
에서 육류용 칼, 채소용 칼, 육류용 도마, 채소용 도

마, 나무 도마를 분석한 결과 육류용 칼 243.50 
RLU/cm2, 채소용 칼 155.00 RLU/cm2, 육류용 도마 

254.50 RLU/cm2, 채소용 도마 144.00 RLU/cm2, 나무 

도마 1,130.50 RLU/cm2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 결과보다 채소용 칼을 제외한 

나머지 ATP 값이 모두 높았다. 또한, Park(2000)의 

연구에서 구 · 경북지역에 소재한 학급식소 6곳
의 도마, 칼, 식판 및 행주를 분석한 결과 도마는 

1,220 RLU/cm2, 칼 1,240 RLU/cm2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냈으며 본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

은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조

리 종사자의 연령은 40 가 56.3%로 가장 많고 30
(18.8%), 50 (18.8%), 20 (3.1%) 순으로 나타났다. 

Hong & Yim(2009)이 실시한 서울지역 중 · 고등학

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의 연령은 40 (64.1%), 30 (18.4%), 50  이

상(16.1%), 20 (0.9%)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Hong 등(2008)이 실시한 서울

지역 초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연구에

서는 조사 상자의 연령은 40 (67.0%), 50  이상

(33.2%), 30 (9.2%) 순으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자의 

학력은 고졸이 53.1%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졸 

이하(28.1%), 졸 이상(6.3%)으로 나타났는데 Hong 
& Yim(2009)의 연구에서도 고졸(76.0%), 중졸(11.1%), 
전문 졸 이상(8.3%) 순으로 나타났으며, Um(2008)
의 서울, 경기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는 고졸이 

77.6%, 전문 졸 이상이 22.4%로 나타났다. 또한 

Lee 등(2007)의 경기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졸이 68.8%, 전문 졸 이상이 10.2%로 나타났고 

Song 등(2007)의 경북지역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고졸이 59.6%, 전문 졸 이상이 6.5%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부분

이 고졸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문 졸 이상의 고학

력 조리종사자의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조사 상자의 31.3%가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65.5%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Hong 등(2008)의 연구에서 조

사 상자의 30.9%만이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

상자의 46.9%가 5년 이상 급식시설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급식시설 근무경험은 1
∼3년(18.8%), 3∼5년(18.8%), 1년 미만(12.5%) 순으

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급식 시설의 평균 

근무 기간은 3.25년이고 급식시설 총 근무기간의 평

균은 5.25년으로 나타났는데 Hong 등(2008)의 연구

에서 조리종사자들의 평균 근무경험이 3.2년이었고 

부분이 5년 이하로 근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조리종사

자의 연령이 부분 40 인 것을 감안할 때 한 업

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56.3%가 

위생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3.8%는 교

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교육 경험이 

있는 조리종사자 중 43.8%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

고 있었고 12.5%가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Yi 등(2009)의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급식 종사자를 상으

로 한 식품 위생관리 수행 및 지식의 정도를 평가

한 연구에서는 조사 상자의 57.2%가 정기적인 위

생교육을 받고 있고 22.3%가 비정기적으로 교육받

고 있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

었다. Hong & Yim(2009)의 서울지역 중 · 고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연구에서 영양사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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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교육 횟수는 월 1회 이상이 

77.0%로 나타났고 충북지역 학교급식을 상으로 

한 Lee(2006)의 연구에서는 월 1회 이상이 98.6%로 

나타났다. 또한 전주지역 학교급식을 상으로 한 

Yang 등(2006)의 연구결과 위생교육 실시횟수는 월 

1회 이상이 74.6%로 나타났으며, Hong 등(2008)의 

서울지역 초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수

행에 관한 연구 결과 역시 한달 동안 실시하는 정

기적인 위생교육의 횟수는 1회 이상이 77.4%였고 

수시교육의 횟수는 5회 이하가 28.6%, 6회 이상은 

24.9%로 나타나 부분의 학교 급식에서는 정기 위

생교육이 월 1회 이상은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정기적인 위생교육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반해 노인 복지시설에서는 

위생 교육 빈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

리 실천도 수준을 살펴 본 결과, 고무호스 사용, 배

식 후 남은 음식 관리, 가열조리하지 않는 음식물의 

식재료 세척 · 소독, 위생복과 위생모 착용에 한 

실천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Suh 등(2004)의 연구

에서는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조리종사

자가 28.4%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나 Yi 
등(2009)의 연구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급

식 종사자들의 위생관리 영역별 실천도 수준을 살

펴 본 결과 개인위생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조(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0)에 ‘식품 등의 조리 또는 포장에 직

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고 개인위생관리

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50인 미만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위

생 지도 점검에 해당 상이 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사항이 잘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특히 식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조리종사자들의 

개인위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위생 사고가 발생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인식의 부족으로 인

한 위생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위생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

리 실천도 수준에서 식기류의 세척 및 소독문항에 

관한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Joo & Chon(1997)가 

노인복지시설 100개소를 상으로 급식실태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 식기 및 수저를 열탕 소독하는 시

설이 전체시설의 52.5%에 불과하였다. 또한 도마의 

경우 27%, 칼의 경우 48.6%의 시설에서만 열탕소독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연령에 따

른 위생관리 실천수준을 비교한 결과 50  이상 집

단의 위생관리 실천도가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

났다. Yi 등(2009)이 노인종합복지관의 급식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수행도에 해 조사한 결과 

개인위생영역에서는 60  이상이 가장 높은 수행수

준을 보였고, 검수 및 저장과 구분사용, 세척 및 소

독 영역에서는 40 에서 50 의 수행수준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Hong 등(2008)이 서울지역 초

등학교 급식시설 조리종사자의 수행도에 해 조사

한 결과 개인위생 부분에서 40 가 수행수준이 유

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Lee(2003)가 병원, 학교, 산
업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자를 상으

로 위생관리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30  이하 집단

에서 위생관리 수행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Hong 
등(2008)의 연구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리 수

행도가 40  연령의 경우 가장 높은 반면에 30  

연령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Lee(2003)의 연구에서

는 30세 이하에서 위생관리 실천도가 높다고 보고

되었으며, Chang(2008)의 연구에서는 40 가 위생관

리 수행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인

위생과 검수 및 저장 영역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났는데 이는 Yi 등(2009)의 연구와 유사하였지만 

다른 연구들에서 이와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연령에 따른 위생관리 수

행도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

타난 것은 조사 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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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실천도를 평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학력에 따

른 위생관리 실천도 수준을 살펴보면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인 모든 문항에서 졸 이상 집단의 실천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Lee(2003)의 인천지역 단

체급식소별 조리종사자를 상으로 한 위생실천도

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으나, 졸집단의 실천도 평균 점수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ong 등(2008)의 연구

에서도 학력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고졸 

이상 조리종사들의 위생관리 실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급식시설 총 근무기간에 따른 위생관리 

실천도 수준을 살펴보면 고무장갑 구분 사용에 

하여 근무경력 3년 미만 집단의 실천도 수준이 근

무경력 3년 이상인 조리종사자 집단보다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Hong & Yim(2009)은 3년 이하의 

근무경력을 가진 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 작업공정별,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에서 위생

관리 실천도 수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무기간으로 인한 안

정감이 위생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해

결 방안으로 위생교육 관리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

하고 정기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

다. 반면에 고무호스 사용은 근무경력 3년 이상 집

단의 실천도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Hong & Yim(2009)의 연구에서는 영역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생교육 영역에서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집단의 실천도 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 또한 Yi 등(2009)의 연구에서도 하위영역간

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개인위생과 세척 및 

소독영역에서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집단의 실천

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

지 않은 집단의 위생관리실천도 수준이 전체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

타났다. Hong & Yim(2009)의 연구에서는 조리사자

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집단이 식재료관리, 작업공정

별, 위생 및 안전관리, 위생교육 영역에서 위생관리 

실천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

다.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정기적인 식품안

전과 위생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

다.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조리종사자의 위생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위생관리 실천도 수준 차이를 분

석한 결과 위생교육경험이 있는 조리종사자의 위생

관리 실천도수준이 교육 경험이 없는 조리종사자보

다 전체적으로 더 높은 실천 수준을 보였다. Lee & 
Ryu(2004)의 연구에서는 위생교육경험이 있는 집단

의 위생관리 수행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Lee 
(2003)의 연구에서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만 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수행도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위생교육경험은 조리종

사자로 하여금 위생관리 수행도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생교육

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제기된 바 Kim(2005)
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및 조리 종사자들의 지식 

부족 등이 위생관리의 문제로 나타나 이에 한 교

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Farkas(1996)와 

Eo 등(2001)은 조리 종사자들의 위생에 한 인식과 

태도 및 교육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조리 종

사자들의 교육수준과 연령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

하여 위생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

고 위생교육 후의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

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위생 관리 수행을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리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와 행동 및 실천을 평가한 후 결과를 조리종사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를 통해 조리 종사자들이 

교육 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역설하였다(Kim 2004a; Kwak 등 2005). 또
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7조(Ministry of Govern-
ment Legislation 2010)에서는 식품접객업 운영자와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생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SFBB(Safe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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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Business for caterers)에서는 관리자가 종업원

이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그들이 자신

의 업무와 관련된 위생교육을 받아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Food Standards 
Agency 201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ATP를 활용하여 50인 미만 노인 복지 

시설의 식품안전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조리종

사자의 식품안전관리 실천도를 평가하여 노인 복지

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급식시설 현장에서 배지나 건조필름 배지를 

이용하여 미생물 분석방법으로 위생상태를 모니

터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ATP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위생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칼 

229.0±877.5 RLU/cm2(0.9∼3,632.1), 도마 24.1± 
47.0 RLU/cm2(0.2∼187.2), 작업  20.9±34.2 RLU/ 
cm2(1.2∼141.6), 국자 220.7±828.3 RLU/cm2(2.1∼  
3,433.6), 숟가락 65.6±115.2 RLU/cm2(7.5∼490.0), 
식품보관용기 6.5±8.6 RLU/cm2(1.1∼332.9)로 나타

났다. 
2.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급식업무에 참여하는 조

리종사자는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40 가 56.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31.3%가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들의 46.9%가 5년 이상 급식 시

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6.3%가 위생교

육 경험이 있었고 그 중 31.3%가 위생교육을 잘 

적용하고 있으며, 46.9%가 위생교육이 매우 도움

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3. 조리종사자들은 행주 소독 보관, 식자재 창고 관

리, 음식물쓰레기 보관에서 실천도 수준이 높았

고 고무호스 사용, 배식 후 남은 음식 관리, 조리 

시 위생복과 위생모 착용에서 실천도 수준이 낮

게 나타났다.
4. 50  이상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도 수준이 

40  이하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졸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급식시설 총 근무기간에 따른 

위생관리 실천도 수준을 살펴보면 고무장갑 구분 

사용에 하여 근무경력 3년 미만 집단의 실천도 

수준이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조리종사자 집단보

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고무호스 

사용에 하여 근무경력 3년 이상 집단의 실천도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생교

육경험이 있는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도수

준이 교육 경험이 없는 조리종사자보다 전체적으

로 더 높은 실천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는 ATP(Adenosine Tri-Phosphate) biolu-
minescence 방법을 급식시설에 적용하고,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위생관리 실천도 수준을 평가하여 

향후 위생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 급식시설에서의 ATP 
분석 방법을 활용한 첫 연구로 추후 연구에서는 배

지나 건조필름 배지를 이용한 분석을 병행하여 ATP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비교 분석 시 도움이 될 것

이다. 급식시설에서의 위생관리를 위한 ATP 분석 

방법 사용은 실시간으로 급식 시설 현장의 청결도 

판정, 기준치 초과 시 현장에서의 위생관리 지도, 
그리고 이를 통한 종사자의 위생의식 제고에 도움

이 될 것이다.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도수준이 높게 평가

된 반면에 칼과 국자의 ATP 측정 결과 청결하게 잘 

관리되지 않고 있어 조리종사자가 인식하는 위생관

리 실천도와 실제 수행도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리종사자가 실제적으로 위생관

리를 실천하고 있는지 관리자의 위생 감독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50인 미

만 노인복지시설의 조리종사자의 위생교육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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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소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생관리 실

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위생교육이 정기적

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속적인 급식위생 감독과 

정기적인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위해서 급식 전문 

인력의 도입과 조리에 참여하는 조리사들의 자발적

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50인 미만 노인복

지시설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급식 전문 인

력의 고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기에 

급식 전문 인력이 노인복지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

록 정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50인 미만 노인급식시설의 객관적 기준에 의한 

현실적인 관리점검 시스템의 마련과 노인급식시설

의 다양한 운영여건을 고려한 위생시설 및 설비 모

델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조사에 참여한 부

분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일반 가정집 주방과 비슷

한 형태를 띄고 있어 일반적인 단체급식소의 객관

적 기준에 의거한 위생관리 점검 시스템을 적용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가 개발되어져야 하며 

이를 활용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들의 실천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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