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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sanitary education administered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food-
service employees with work experi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60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in 
Gyeonggi-do during August, 2010. Sanitary education and awareness were assessed using three major di-
mensions: food sanitation (six items), personal hygiene (five items),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three items). 
Each dimension was categorized according to several items in the form of a self-evaluated Likert 5 point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Version 12.0 package. The results showed that employees 
who worked for 5∼10 years in the foodservice industry scored better in three dimensions before sanitary ed-
ucation compared to other groups. After sanitary education, all employees scored better in food sanitation than 
before, and employees who worked less than 5 years scored better at personal hygiene dimension than other 
groups. For environmental sanitation, employees who worked for 5∼10 years scored better than other groups. 
Employees who worked for more than 10 years scored worse before and after sanitary education but scored 
highest for sanitary awareness. Employees between the ages of 31 and 40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t 
scores before and after sanit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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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 성장기 식습관과 건강

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 사업이며, 사회적 요구에 의해 ‘질 중

심의 내실화 정책’으로 인해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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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으로 전환되고 있다(Song 등 2007). 따라서 새로

운 대책과 더불어 이를 실행할 전략이 필요하며 급

식의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Kim 
2003).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는 우수시설․설비의 확보나 

위생프로그램 운용 등을 통하여 실현 및 유지될 수 

있으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조리종사자의 인지, 행
동 및 실천을 통해 급식현장에서의 수행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위생교육이 필요하다(Lee & 
Ryu 2004). 위생교육이라 함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개인위생, 시설․설비 관리, 온도, 시간, 교
차오염, 세척과 소독 등 식품취급자가 지켜야 할 행

동요령을 습득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 

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월1회 조리종사자를 대

상으로 위생교육과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 

교육청은 식품위생교육을 연2회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연간 계획에 의한 심화교육 및 직무교육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급식의 위생적인 

급식품질 향상을 위해서 급식생산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는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내용의 실

천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McSwane 등 

1998), 교육훈련의 계획과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

라도 대상에 대한 훈련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효

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교육훈련 담당

자는 교육훈련의 내용, 대상자의 소양, 장소, 시간과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육훈련활동의 중요성은 개인개발 뿐 

아니라 경력 및 조직개발 차원에서도 접근되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구성원의 보유능력이 행동과 태

도로 나타나 조직의 발휘능력으로 모아져 원하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총체적인 차원

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급식현장에서 위생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표

준화하여 학교급식의 위생적인 품질향상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특

성에 따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달리해

서 적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계

획하고 실시하여 식품위생 교육효과 차이를 알아보

고자 하며,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식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근무경

력에 따른 식품위생 교육효과를 알아보고자 교육 

전․후 위생지식을 평가하여 교육효과 여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급식에 근무하는 조리종사

자의 근무경력에 따라 식품위생에 대해 본인이 인

지하는 식품위생 지식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리하여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자에게 교육 

전‧후 위생지식을 평가하여 교육효과 여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2010년 8월에 경기도 관내 학교급식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396부를 배부하여 367부(92.7%)를 회수하였

으며 그 중 사용 가능한 360부(98.1%)를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방법

본 조사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 쌍을 이루는 방식을 조사하였는데, 교육 실시 

전에 식품위생지식과 일반사항을 20분에 걸쳐 평가

하였고,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1시간 20분에 걸쳐 실시하였고, 교육 실시 

후에 식품위생지식과 인지도를 20분에 걸쳐 평가하

였다. 교육 전․후 식품위생지식 문제는 동일한 문제

를 평가하였고, 교육대상은 오전에는 초등학교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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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5 years 5∼10 years ≥10 years Total

Age (year)

  ≤30  20  11  1  32 ( 8.9)

  31∼40  85 156 32 273 (75.8)

  ≥ 41  10  22 22  54 (15.0)

  Non response - - 1  1 ( 0.3)

Type of foodservice

  Elementary 59 112 51 222 (61.7)

  Middle school 56 77  3 136 (37.8)

  Non response - - 2  2 ( 0.5)

Total 115 (31.9) 189 (52.5) 56 (15.6) 360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by work expe-
rience.

N(%)

무하는 조리종사자, 오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였으며, 교육 수행자는 오전과 

오후 동일한 사람이 실시하였다.

3. 조사내용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Hong 2004; 
Park 등 2007; Kim 등 2008; Park 등 2008; Eo & 
Hahm 2009)를 기초로 하였고, 설문지는 2010년 8월
에 초등학교 조리종사자에게 예비조사를 20부 실시

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내용은 식품위생 지식평가, 식품위생 인지도, 

일반사항으로 조사하였고, 식품위생 지식평가와 인

지도의 세 영역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환경위생 항

목으로 구성하였는데, 교육은 식품위생 항목에 대한 

내용만 실시하였다. 위생지식 평가와 인지도 조사내

용은 식품위생 항목에서 상온창고 관리방법, 해동방

법, 냉각방법, 안전한 식품제공온도, 음식보관방법, 
올바른 제공방법 6문항, 개인위생 항목에서 작업시 

준수사항, 작업복장 관리방법, 작업시 행동, 손관리 

방법, 장갑 사용방법 5문항, 환경위생 항목에서 시

설․설비 관리방법, 세척․소독방법, 방충․방서 관리방

법 3문항으로, 동일한 항목으로 총 14문항을 구성하

였다. 
식품위생 지식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하여 평가

하였고, 식품위생 인지도조사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5점(매우 잘 알고있다)에서 1점(전혀 모르

겠다)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사항은 성별, 근무경력, 
연령, 근무처, 경력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일반사항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식품위생 지식평가는 빈도분

석(frequency analysis), paired t-test, ANOVA, 사후검

증은 Tukey를 실시하였다. 식품위생 인지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 ANOVA, 사후검증은 Tukey를 실시하

였다.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리종사자들의 일반사항은 성별, 근무경력, 연령, 
근무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

별은 360명 모두 여자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30세 이

하 근무자가 32명(8.9%), 31∼40세 근무자가 273명
(75.8%), 41세 이상 근무자가 54명(15.0%), 무응답이 

1명(0.3%)로 나타났다. 근무처는 초등학교 근무자가 

222명(61.7%), 중학교 근무자가 136명(37.8%), 무응답

이 2명(0.5%)로 나타났다.  

2. 식품위생 지식평가 

1)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교육 전․후 지식평가 비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식품위생 교육 전․후 지식

평가 점수결과와 사후검증결과를 Table 2와 3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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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5 years (115)1) 5∼10 years (189) ≥10 years (56) F-value P-value

Food sanitation 85.8±18.8a2)0 87.6±15.4a0 82.7±20.3a0  1.733 0.178

Personal hygiene 97.9±6.7a0 96.4±9.0a0 90.7±14.8b0 11.167 0.000***

Environmental sanitation 80.3±24.5a0 85.5±20.7a0 72.0±26.0b0  7.904 0.000***
1) Number
2)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01

Table 3. Sanitation knowledge level of foodservice employees with work experience after sanitary education.
Mean±SD

Variable ≤5 years (115)1) 5∼10 years (189) ≥10 years (56) F-value P-value

Food sanitation 74.6±19.0a2)0 81.9±16.4b0 72.9±23.0a0a 8.306 0.000***

Personal hygiene 95.0±11.6ab0 97.0±8.4b0 91.0±14.8a0 5.388 0.005***

Environmental sanitation 71.3±24.1a0 78.8±23.8b 69.6±30.0a0 4.783 0.009***
1) Number
2)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Table 2. Sanitation knowledge level of foodservice employees with work experience before sanitary education.
Mean±SD

식품위생 항목은 교육 전 평가에서 5∼10년 그룹

이 82점, 5년 이하 그룹이 75점, 10년 이상 그룹이 

73점, 전체 평균은 78점으로 나타났으며, 세 그룹이 

유의적인 점수 차이를 보였다(P＜0.001). 교육 후 평

가에서는 5∼10년 그룹이 88점, 5년 이하 그룹이 86
점, 10년 이상 그룹이 83점, 전체 평균은 86점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의 효과로 점수의 증가를 보여 세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생 항목은 교육 전 평가에서 5∼10년 그룹

이 97점, 5년 이하 그룹이 95점, 10년 이상 그룹이 

91점, 전체 평균은 95점으로 나타났으며, 세 그룹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교육 후 평가에서 

5년 이하 그룹이 98점, 5∼10년 그룹이 96점, 10년 

이상 그룹이 91점, 전체 평균은 96점으로 나타났으

며, 세 그룹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환경위생 항목은 교육 전 평가에서 5∼10년 그룹

이 79점, 5년 이하 그룹이 71점, 10년 이상 그룹이 

70점, 전체 평균은 75점으로 나타났으며, 세 그룹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교육 후 평가에서 

5∼10년 그룹이 86점, 5년 이하 그룹이 80점, 10년 

이상 그룹이 72점, 전체 평균은 82점으로 나타났으

며, 세 그룹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조리종사자 근무경력에 따른 지식평가 사후검증

은 Tukey를 실시하였는데, 식품위생 항목은 교육 전

에 5년∼10년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P＜0.001), 교육 후에는 유의적

인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위생 항목은 교육 전에 10년 이상 그룹이  5∼ 

10년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고(P
＜0.01), 교육 후에는 10년 이상 그룹이 다른 두 그

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P＜ 

0.001).
환경위생 항목에서는 교육 전에는 5∼10년 그룹

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P＜0.01), 교육 

후에는 10년 이상 그룹만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01).  

2) 식품위생 항목에 대한 조리종사자의 지식평가 비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식품위생 교육 전․후 지식

평가 평균점수 차이 비교와 paird t-test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교육 전․후 지식평가 평균점수 증감

에서 식품위생 항목은 5년 이하 그룹이 11점/100점
으로 증가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 

0.001), 5∼10년 그룹이 6점/100점으로 증가하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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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5 years (85)1) 5∼10 years (156) ≥10 years (32) F-value P-value

Food sanitation 85.29±19.97 88.35±15.55 84.38±22.38 1.222 0.296

Personal hygiene 98.59±05.15a2) 96.28±09.31ab 93.13±12.03b 4.491 0.008**

Environmental sanitation 80.39±24.29ab 85.26±21.16b 71.88±26.92a 4.192 0.008**
1) Number
2)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Table 6. Sanitation knowledge level of foodservice employees with work experience after sanitary education (Age 31∼40).
Mean±SD

Variable ≤5 years (85)1) 5∼10 years (156) ≥10 years (32) F-value P-value

Food sanitation 74.71±19.35a2) 82.80±16.66b 73.96±24.30a 6.718 0.0001***

Personal hygiene 96.00±10.40 97.00±07.50 94.00±11.801) 2.098 0.125

Environmental sanitation 69.41±24.24 77.35±23.64 67.71±29.921) 3.949 0.200
1) Number
2)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01

Table 5. Sanitation knowledge level of foodservice employees with work experience before sanitary education (Age 31∼40).
Mean±SD

Variables Before After T-value P-value

≤5 years (115)1) Food sanitation 74.6±19.0 85.8±18.8 －5.277 0.000***

Personal hygiene 95.0±11.6 97.9±6.70  0.130 0.19

Environmental sanitation 71.3±24.1 80.3±24.5 －4.176 0.000***

5∼10 years (189) Food sanitation 81.9±16.4 87.6±15.4 －5.277 0.000***

Personal hygiene 97.0±8.40 96.4±9.00  0.130 0.001**

Environmental sanitation 78.8±23.8 85.5±20.7 －4.176 0.000***

≥10 years (56) Food sanitation 72.9±23.0 82.7±20.3 －3.621 0.000***

Personal hygiene 91.0±14.8 90.7±14.8  0.155 0.004**

Environmental sanitation 69.6±30.0 72.0±26.0 －0.704 0.000***
1) Number
**P＜0.01, ***P＜0.001

Table 4. Sanitation knowledge level of foodservice employee before and after sanitary education.
Mean±SD

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10년 이상 그룹은 

10점/ 100점으로 증가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는

데(P＜ 0.001), 세 그룹 모두 평균점수가 증가하여 식

품위생에 관한 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개인위생 항목은 5∼10년 그룹은 －1점/100점으로 

감소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3) 식품위생 항목에 대한 조리종사자의 연령과 

근무경력 지식평가 비교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연령과 근무경력에 따른 교

육 전‧후 지식평가 평균점수 비교 결과를 Table 5, 6
에 제시하였다. 

연령은 30세 이하, 31∼40세, 41세 이상 연령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31∼40세 연령대에서만 유의

적인 차이가 있었다. 
연령과 근무경력에 따른 교육 전 지식평가에서 

식품위생 항목이 31∼40세 연령대가 5년 이하 그룹, 
10년 이상 그룹과 5∼10년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연령과 근무경력에 따른 교육 후 지식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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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5 years (115)1) 5∼10 years (189) ≥10 years (56) Total F-value P-value

Food sanitation 4.34±0.59a2) 4.57±0.45b 4.69±0.48b 4.51±0.51 11.604 0.000***

Personal hygiene 4.61±0.49 4.73±0.39 4.75±0.48 4.69±0.44 3.150 0.44

Environmental sanitation 4.17±0.65a 4.36±0.55ab 4.50±0.63b 4.32±0.60 6.408 0.002**
Likert 5-point scale from 1-strongly low to 5-strongly high
1) Number
2)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Table 7. Awareness of foodservice employees with work experience about sanitary education's contents.
Mean±SD

개인위생 항목이 31∼40세 연령대가 5년 이하 그룹

과 10년 이상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 

0.01), 환경위생 항목은 5∼10년 그룹과 10년 이상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반면에 

30세 이하 그룹과 40세 이상의 그룹은 교육 전·후 

식품위생 항목, 개인위생 항목, 환경위생 항목 모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품위생 항목에 대한 조리종사자 인지도 비교

1) 식품위생 항목에 대한 조리종사자 근무경력에 

따른 인지도 사후검증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라 식품위

생에 대해 본인이 인지하는 식품위생 지식수준에 

대한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식품위생 항목은 5년 이하 그룹과 5∼10년, 10년 

이상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01), 개
인위생 항목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환경위생 

항목은 5년 이하 그룹과 10년 이상 그룹 간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P＜0.01). 그런데 10년 이상 그룹

은 인지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교육 

전‧후 지식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고 찰

교육은 직원들에게 직무와 필요한 지식이나 직무

수행에 관련된 기술 혹은 직무수행시 부족한 점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과정인 반면, 훈련은 조직이 미

래에 필요한 능력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노력과정

을 말한다. 교육훈련은 직무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과정이며, 직원의 직무와 

연관된 지식, 기술 또는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계획된 노력으로 직

원의 자질을 개발하고 업무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

줌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보

다 우수한 자격을 구비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

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교육훈련의 목적은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지식, 기술과 태도를 향

상시켜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교육 참가자들이 개인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Sher-
man 등 1994).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전 지식평가에서 식품위생 

항목, 개인위생 항목, 환경위생 항목에서 5∼10년 그

룹이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고, 교육 후 지식평가에

서는 식품위생 항목은 세 그룹 모두 교육의 효과로 

점수의 향상을 보였으며, 개인위생 항목은 5년 이하 

그룹이, 환경위생 항목은 5∼10년 그룹이 높은 점수

를 보였다. 반면에 10년 이상 그룹은 교육 전‧후 지

식평가에서 세 그룹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단체급식소 조리종사자 대전, 충남지역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조리종사자의 

위생교육을 받은 경험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경

력으로 인한 안정감으로 위생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리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라 차별화

된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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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하였다(Lim & Kwak 2006). 이는 위생교

육에서 얻은 지식이 항상 위생관리 실천에 반영되

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내용과 일치함을 보여주었

고(Kassa 2001),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의 변화 없이 

단순히 지식전달의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Ehiri & Morris 1996), 위생교육을 받은 경

험이 있는 조리종사원이 받지 않은 조리종사원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Lim & Kwak 2006).   
그러므로 위생교육은 교육실시 후 훈련에 의해 

행동으로 실행해야 하므로 조리종사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한 위생교육 프로그램

의 구성이 필요하고(Eo 등 2001), 교육훈련대상에 

따라 신입사원, 하위 관리층, 중간 관리층, 상위 경

영층 등 계층별, 직무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왜냐하면 교육훈련의 계획과 내용이 아무리 훌

륭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훈련방법이 적절하지 못하

면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교육훈련 

담당자는 교육훈련의 내용, 교육 후 평가방법, 대상

자의 소양, 장소, 시간과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 전․후 위생교육 지식평가 결과, 식품위생 항

목은 5년 이하 그룹이 11점/100점(P＜0.001), 5∼10년 

그룹이 6점/100점(P＜0.001), 10년 이상 그룹은 10점/ 
100점(P＜0.001)으로 증가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났고, 세 그룹 모두 평균점수가 증가하여 식품위생

에 관한 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

나 개인위생 항목은 5∼10년 그룹은 －1점/100점으

로 감소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P＜0.01), 위

생교육 시 개인위생 항목과 환경위생 항목에 대한 

교육내용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식품위생 항목 교육 

시 일부 언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현장에

서 교육 후 지식평가 시 정답을 맞추었다 해서 그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지식평가 

한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로 다양한 지식평가 

방법과 도구가 개발되어 현장에 접목되어야 하겠다.  
조리종사자 연령과 근무경력에 따른 교육 전‧후 

지식평가 평균점수 비교에서는 31∼40세 연령대에서

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교육 전 지식평가에서

는 식품위생 항목이 5년 이하 그룹, 10년 이상 그룹

과 5∼10년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01), 교육 후 지식평가에서 개인위생 

항목이 5년 이하 그룹과 10년 이상 그룹 간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으며(P＜0.01), 환경위생 항목은 5∼
10년 그룹과 10년 이상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반면에 30세 이하 그룹과 40세 이

상의 그룹은 교육 전·후 식품위생 항목, 개인위생 

항목, 환경위생 항목 모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교육훈련 후 조리종사자의 행동을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겠

다(Hong & Yim 2009). 조리종사자의 근무경력에 따

라 식품위생에 대해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

각하는지에 대한 인지도 결과에서 10년 이상 그룹

은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교육 

전‧후 지식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는 조리종사자의 연령과 경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

훈련 및 지식평가 등이 연구되어야 하며,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횟수보다 질을 높여야 하고(Kim & Kim 
2010) 교육내용은 지식평가 후 구성되어야 하며, 지
식이 태도와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교육방법의 

개발과 교육의 지속성도 고려하여(Hong & Yim 2009), 
효율적인 위생교육과 지식실천에 대한 점검이 꾸준

히 행해져야 하겠다(Bolton 등 2008).
학교급식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조리종사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물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태도 및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위생관리를 실천해야 

한다(Kim 2004). 그러므로 위생교육 훈련활동의 중

요성은 개인개발 뿐 아니라 경력 및 조직개발 차원

에서도 접근되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구성원의 보

유능력이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 조직의 발휘능력으

로 모아져 학교급식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총체적 지원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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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급식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근무

경력에 따른 식품위생의 교육효과 차이를 알아보고

자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식평가를 교육 

전‧후 동일한 문제로 평가를 하였다. 지식평가는 식

품위생 6개 항목, 개인위생 5개 항목, 환경위생 3개 

항목 총 14항목을 객관식으로 평가하였고, 근무경력

에 따른 인지도는 지식평가와 동일한 항목을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근무경력에 따른 교육효

과를 알아봄으로써 학교급식에서 식품위생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1. 본 연구 대상자는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종사

자로 성별은 360명 모두 여자로 나타났으며 연령

은 30세 이하 근무자가 32명(8.9%), 31∼40세 근

무자가 273명(75.8%), 41세 이상 근무자가 54명
(15.0%), 무응답이 1명(0.3%)로 나타났다. 근무처

는 초등학교 근무자가 222명(61.7%), 중학교 근무

자가 136명(37.8%), 무응답이 2명(0.5%)로 나타났다.  
2. 조리종사자의 교육 전․후 지식평가 비교에서 식품

위생 항목은 교육 전에 5년∼10년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P＜ 

0.001), 교육 후에는 유의적인 점수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개인위생 항목은 교육 전에 10년 이상 

그룹이 5∼10년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

수를 보였고(P＜0.01), 교육 후에는 10년 이상 그

룹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

를 보였다(P＜0.001). 환경위생 항목에서는 교육 

전에는 5∼10년 그룹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P＜0.01), 교육 후에는 10년 이상 그룹

만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01). 교육 
전 지식평가 사후검증에서 식품위생 항목, 개인

위생 항목, 환경 위생 항목에서는 5∼10년 그룹

이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교육 후 지식평가 

사후검증에서는 식품위생 항목은 세 그룹 모두 

교육의 효과로 점수의 향상을 보였고, 개인위생 

항목은 5년 이하 그룹이 환경위생 항목은 점수의 

향상을 보였다. 반면에 10년 이상 그룹은 교육 

전·후 지식평가에서 세 그룹 중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였다.
3. 교육 전․후 지식평가 평균점수 증감에서 식품위생 

항목은 5년 이하 그룹이 11점/100점, 5∼10년 그

룹이 6점/100점, 10년 이상 그룹은 10점/100점으

로 증가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01), 
세 그룹 모두 평균점수가 증가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

인위생 항목은 5∼10년 그룹은 －1점/100점으로 

감소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위생

교육 시 개인위생 항목과 환경위생 항목에 대해

서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식품위생 항목 교육 시 

일부 언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교육 후 지식평가 시 정답을 맞추었다고 해서 그것

을 다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지식평가의 

한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4.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연령과 근무경력 지식평

가 평균점수 비교에서 교육 전 지식평가에서 식

품위생 항목이 31∼40세 연령대의 5년 이하 그룹, 
10년 이상 그룹과 5∼10년 그룹 간 유의적인 점

수 차이를 보였고(P＜0.001), 교육 후 지식평가에

서는 개인위생 항목이 31∼40세 연령대가 5년 이

하 그룹과 10년 이상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1), 환경위생 항목은 5∼10년 그룹

과 10년 이상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1).    
5. 조리종사자 인지도 비교에서는 식품위생 항목은 

5년 이하 그룹과 5∼10년, 10년 이상 그룹 간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01), 10년 이상 그룹

은 인지도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교육 

전과 후 지식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

다. 환경위생 항목은 5년 이하 그룹과 10년 이상 

그룹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1), 10년 

이상 그룹이 인지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

면에 교육 전‧후 지식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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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위생지식평가로 본 교육

의 효과를 볼 때 교육 전 지식평가에서는 식품위생 

항목, 개인위생 항목, 환경위생 항목은 근무경력이 5∼ 
10년 그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났고, 교육 후 

지식평가 식품위생 항목은 세 그룹 모두 점수의 상

승으로 인해 교육효과가 나타났고, 개인위생 항목은 

5년 이하 그룹, 환경위생 항목은 5∼10년 그룹이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그

룹은 식품위생 항목, 개인위생 항목, 환경위생 항목

에서 본인들이 인지하는 식품위생지식은 높다고 생

각하지만 실제 위생지식평가 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교육으로 인한 지식이 실천으로 나

타나지 않고, 단순히 지식전달의 교육훈련 수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므로 조리종사자의 행동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근무경력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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