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

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

Available online at http://www.foodhygiene.or.kr

pISSN 1229-1153 / eISSN 2465-9223 J. Food Hyg. Saf.

Vol. 33, No. 5, pp. 330~338 (2018)

https://doi.org/10.13103/JFHS.2018.33.5.330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경남지역 제과제빵 종사자들의 인식도 조사

김솔아1·이정은1·조성래2·장지윤3·심원보4,5
*

1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2대한제과협회 진해지부, 

3세계김치연구소,

4경상대학교 농화학식품공학과, 

5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Confectionery Bakers Working in Gyeongnam 

Province for Food Allergy

Sol-A Kim1, Jeong-Eun Lee1, Sung-Rae Cho2, Ji-Yoon Chang3, and Won-Bo Shim4,5
*

1Division of Applied Life Science,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Gyeongnam, Korea
2Jinhae Branch, Korea Confectionery association, Jinhae, Gyeongnam, Korea

3World Institute of Kimchi, Gwangju, Korea
4Department of Agricultural Chemistry and Food Science & Techn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Gyeongnam, Korea
5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Gyeongnam, Korea

(Received June 12, 2018/Revised July 8, 2018/Accepted August 31, 2018)

ABSTRACT -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confectionery bakers working in Gyeo-

ngnam province for food allergy and to find ways to improve and manage food allergy in confectionery and bakery.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general questions and other questions related to food allergy in confectionery and

bakery, and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bakers working in Gyeongnam. Sixty nine of 102 confectioner-

ies and bakeries responded to this study, and 60 (87.0%) out of 69 people were aware or had heard about food allergy.

However, 54 (78.3%) out of 69 lacked prior education about the management of food allergy. Fifty one (73.9) of 69

people responded that they strongly considered food allergy in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s, but they were not edu-

cated about the management of food allergens and symptoms of food allergy. Confectionery bakers were aware about

food allergies, but did not label food allergen on the products and have a specific management for food allergens at the

work si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confectionery bakers about food allergy and to develop and distrib-

ute a manage program of food allergens in the field. The result from the present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investigation of awareness for food allergy of confectionery bakers work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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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는 식품 단백질에 대한 IgE-매개성 혹은

non-IgE 매개성 과민반응에 의하여 소화기, 피부, 호흡기,

심혈관계 등의 표적 장기에 나타내는 질환이다. 특정 요

인에 의해 일어나는 환경성 질환이라 하며1-5), 이러한 식

품 알레르기는 식품 섭취 후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면역

학적 기전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

품 알레르기 관련 신고는 총 1,853건으로, 특히 2017년에

는 835건이 접수되어 2015년(419건)에 비해 약 2배 수준

으로 증가하고 있다7). 연구 대상의 연령이나 진단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식품 알레르기는 영유아기에 가장 높은 발

생률(5~8%)을 보이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8-9). 식품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증세와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증상을

주로 나타내지만,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신경정신

계 이상 증상까지 동반될 수 있다10).

식품 알레르겐(food allergen)은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

는 식품을 말하며,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식품 알레르겐의 표시와 소비자

보호법(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서 우유, 난백, 조개, 어류, 트리너트류, 밀, 땅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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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등 8종을 식품 알레르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반드

시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11). 유럽연합(European Com-

munities)의 경우는 셀러리, 글루텐 함유 곡식, 갑각류, 계

란, 어류, 루핀, 우유, 어패류, 머스타드, 너트류, 땅콩, 깨,

대두 및 아황산나트륨 14종을 식품 알레르겐으로 분류하

여 관리하고 있으며12)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

밀, 밀, 대두, 호두, 새우, 고등어, 홍합, 전복, 땅콩, 복숭

아, 토마토, 돼지고기, 굴, 조개류, 게, 오징어, 난류, 우유,

닭고기, 쇠고기 및 아황산포함식품으로 총 21종을 식품 알

레르겐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13). 국내 종합대학 응

급실에 방문한 아동의 사고 및 임상적 특성 중 식품 알레

르겐 사고를 보면 식품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응급실을

찾은 18세 이하의 환자의 원인 식품은 생선, 우유, 해산물,

닭고기,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호두, 새우, 게, 번데기,

땅콩,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14).

제과제빵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는 밀가루, 우유, 계란, 호

두, 땅콩 및 견과류와 베이컨 등으로 대부분이 식품 알레

르겐에 해당한다15). 기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아토피피부

염이 있는 아동들은 밀가루와 우유, 계란이 주재료인 유

제품과 빵, 케이크류를 정상군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섭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알레르기성 재료들이 피부 알레

르기 감작률을 높여 아토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 보고하고 있다16-17). 빵과 케이크는 아이들의 간식이나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섭취

시 식품 알레르기에 의한 아토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

며 특히, 영유아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식

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에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2017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식생활법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해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

버거, 피자,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하여 식품접

객영업자는 조리·판매하는 식품이 앞서 언급한 식품 알

레르겐 21종을 포함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였다13).

식품 알레르기의 특성상 원인이 되는 식품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제과제빵 종사

자들에게 제품의 원부재료가 대부분 식품 알레르겐에 해

당하는 사실을 식품알레르기 관리교육을 통해 인지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18). 또한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어린

이 기호식품을 조리 및 판매 할 때 식품 알레르겐에 해당

하는 성분 및 원료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원재료명을 표

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과제빵 종사자들에게

홍보와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19,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과제빵 종사자들의 식품 알레

르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해 경남지역 제과제빵 종사

자 102개소 제과제빵 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식품 알레르

기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과제빵에

종사자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다

양한 교육 확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조사 대상 및 기간

제과제빵 종사자들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도 조

사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경남 지역에

소재한 102개소 제과제빵 업체 대표자 또는 종사자를 대

상으로, 조사대상자가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 및 내용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경남지역 제과제빵 종사자들의 인

식도 조사를 위해 경남에 소재한 10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조

사내용은 Appendix와 같이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제과

제빵 종사 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식품 알레르기

인지 여부, 제품개발과 제과제빵의 연관성, 식품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하였다.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에 대해 ‘예’와 ‘아니오’

로 나누어 관련 교육 시 참가 여부와 개발 필요성 등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식품 알레르겐 표시 사항에 대한 질

문으로는 표시 사항에 대한 경험, 표시 사항의 중요성 등

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계분석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version24 (Statistics,

IBM / SPSS,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제과제빵 종사자들의 식품 알레르기의 중요성

및 인식 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지 여부와 제과제빵 제품개발 시 알레르기 고려 여부,

제과제빵 제품에 식품 알레르겐 포함 여부와의 연관성, 식

품 알레르기 증상을 아는가에 대해 ‘예’와 ‘아니오’로 분

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 사항과 식품 알레르기 인

지여부, 제품개발 시 식품 알레르기 고려 여부와 식품 알

레르기 물질 포함 여부와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빈도와

백분율 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식품 알레르기

교육 여부와 관련한 질문들은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빈도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p < 0.05)8).

Results and Discussion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경남지역에 소재한 제과제빵 업체 102개소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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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69개 업소에서 설문지가 회

수되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종사자의 일

반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69

명 중 남성 47.8%(33명/69명), 여성 52.2%(36명/69명)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과

제빵 종사자의 연령대는 20대 8.7%(6명/69명), 30대

17.4%(12명/69명), 40대 34.8%(24명/69명), 50대 34.8%(24

명/69명), 60대 이상은 4.3%(3명/69명)로 경제활동을 시작

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이 가장 활

발한 40대와 50대가 약 70%(48명/69명)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경제수준을 보면 무응답 2명을 제외한 연간 매출

이 3000만 원 이하가 62.7%(42명/67명)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6.4%(11명/67명),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6.0%(4명/67명), 7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미만이 4.5%(3명/67명), 9000만 원 이

상 10.4%(7명/67명)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9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제과제빵

종사자 모두 40대와 50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9000만 원

이상 수입하는 종사자 중 40대 14.3%(1명/7명), 50대

85.7%(6명/7명)로 나타났다. 제과제빵 종사자들의 종사 기

간은 1년 이하 26.1%(18명/69명), 1년 이상 3년 이하 13.0%

(9명/69명), 3년 이상 5년 미만 8.7%(6명/69명), 5년 이상

10년 미만 13.0%(9명/69명), 10년 이상 39.1%(27명/69명)

로 20대 50%(3명/6명)이 1년 미만 근무하였으며 상대적으

로 연령대가 높은 50대 50%(12명/24명)와 60대 이상(3명

/3명) 모두 10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은 69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하고 중졸 이상 17.9%(12

명/67명), 고졸 이상 22.4%(15명/67명), 대졸 58.2%(39명/

67명), 대학원 이상 1.5%(1명/67명)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종사자의 비율이 60%(40명/67명)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종사자는 20대(6명/6명)

와 30대(12명/12명)로 확인되어 연령대가 낮은 20대와 30

대의 학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알레르기 인식 여부에 따른 사항 분류

경남 지역의 제과제빵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

기에 대한 인식 여부, 제품 개발 시 식품 알레르기 고려

여부, 제품에 식품 알레르겐 함유 여부 및 제품 중 알레

르기 유발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에 임한 총 69명 중 87%(60명/69명)는 ‘식품 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nfectionery bakers par-

ticipated in Gyeongnam province N (%) 

Characteristics
Number of people 

(%)
Total (%)

Gender
male 33(47.8)

69(100)
female 36(52.2)

Age (year)

20~29 06(8.7)

69(100)

30~39 12(17.4)

40~49 24(34.8)

50~59 24(34.8)

over 60 03(4.3)

Annual sale 

(won)

< 3000 42(62.7)

67(100)*

≥ 3000 ~ < 5000 11(16.4)

≥ 5000 ~ < 7000 04(6.0)

≥ 7000 ~ < 9000 03(4.5)

≥ 9000 07(10.4)

Working period 

(years)

< 1 18(26.1)

69(100)

≥ 1 ~ < 3 09(13.0)

≥ 3 ~ < 5 06(8.7)

≥ 5 ~ < 10 09(13.0)

≥ 10 27(39.1)

Education level

graduated

middle school
12(17.9)

67(100)*

graduated high 

school
15(22.4)

graduated

university school
39(58.2)

graduate school 01(1.5)

* 67 out of 69 respondents, 2 non-responders

Fig. 2. Consideration level of confectionery bakers in Gyeong-

nam for food allergy in manufacturing.

Fig. 1. Awareness of confectionery bakers in Gyeongnam prov-

ince for food al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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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르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고, 13%(9

명/69명)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여 설문조사에 참

여한 경남지역 제과제빵 종사자 대부분은 식품 알레르기

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개발 시 식품

알레르기를 고려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Fig. 2와 같

이 제품 개발 시 ‘고려한다” 73.9%(51명/69명), ‘고려하지

않는다’ 26.1%(18명/69명)로 나타났으며, ‘고려한다’를 선

택한 51명 중 얼마나 고려하는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 59%(30명/51명), ‘그렇다’ 18%(9명/51명),

‘보통이다’ 24%(12명/5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제품개발 시

모두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유의한 차이(p <

0.01)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를 인식하고 있

는 집단에서 제조과정 중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 높은 관

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과제빵 종사자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식품 알레르

기와의 연관성 인지여부에 대해 Fig. 3과 같이 매장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을 아는가에 대하여 69명 중 ‘알고있다’ 69.6%(48

명/69명), ‘모른다’ 30.4%(21명/69명)로 나타났다. 이에 대

하여 ‘알고있다’ 라고 대답한 48명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에 이용되는 재료 중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모두 해당’ 44%(21명/48

명), ‘밀가루’ 27%(13명/48명), ‘달걀 및 난류’와 ‘견과류

및 유지류’ 각각 13%(6명/48명), ‘우유 및 유제품’ 4%(2

명/4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과와 제빵에 이용되는 주재

료는 밀가루, 우유, 달걀, 땅콩과 같은 견과류 등이 사용

되며, 이재료들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알레

르겐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 (Cow’s

milk)는 카제인(casein), 베타-락토글로블린(β-lactoglobulin),

알파-락토글로블린(α-Lactoglobulin)에 의해 식품 알레르기

가 발생하며 달걀의 난백은 오보뮤코이드(ovomucoid)와

오브알부민(Ovalbumin), 달걀 난황은 리베틴(livetin)이 원

인이 되고 땅콩은 Ara h II, Peanut I, 밀은 글루텐(gluten),

글리아딘(gliadin), 글로블린(globulin), 알부민(albumin)에

의해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인물질로 잘 알려져 있

다21). 제품 중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

을 아는가 대하여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

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다양한 원인물질을 선택하

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p < 0.001)를

나타냈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종사자들은 경험이

있는 종사자에 비해 제조과정 중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중 식품 알레르

기 유발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에 대해 ‘알고있다’라고 응

답한 종사자는 약 70%로 나타났으나 그 원인물질이 대해

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제과제빵 종사자들에게 식품 알레르기와 식품 알레르겐에

대한 홍보와 교육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Perception of confectionery bakers in Gyeongnam whether

the products contains food allergens and what kind ingredients

are food allergens. 

Fig. 5. Routes that the confectionery backers in Gyeongnam

province get an information about food allergy.

Fig. 4. Educational experience of confectionery bakers in Gyeo-

ngnam about food all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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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교육의 필요성

설문조사에 응한 종사자 중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교

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전체 69명 중 21.7%(15명/69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78.3% (54명/69명)으로 Fig. 4

와 같이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15명에게 교육을 받은 방

법에 대해 추가 설문한 결과는 Fig. 5와 같이 46.7%(7명/

15명)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보

를 제공받고 있으며 26.7%(4명/15명)는 ‘대학 전공’을 통

해 교육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교

육을 받은 사람은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과

SNS는 이용하기 쉽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인 최적의 도

구로 교육에 이용되고 있었다22).

식품 알레르기 관련 교육 경험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

관리 관심 여부, 식품 알레르기 관리 교육 관심 여부, 식

품 알레르기 관리 교육 참여여부, 식품 알레르기 관리 프

로그램 개발 필요성 여부, 관리프로그램이 개발 된다면 적

용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Table 2와 같이 제과제빵과 관

련 식품 알레르기 관리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제과제빵

관련 식품 알레르기 프로그램 적용여부에서 유의한 차이

(p < 0.05)가 났다.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

답한 종사자(15명/69명)들은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80%(12명/15명)와 ‘그렇다’

20%(3명/15명) 순으로 유의한 차이(p < 0.01)를 나타났다.

제과제빵 관련 식품 알레르기 관리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적용 여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 34.8%(24명

/69명), ‘그렇다’ 40.6%(28명/69명), ‘그렇지 않다’ 18.8%(13

명/6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명 중 12명(80%)이 ‘매

우 그렇다’와 3명(20%)이 ‘그렇다’로 응답하여 식품알레

르기 교육 경험과 관리프로그램 개발과의 유의한 차이

(p < 0.001)를 나타냈다. 

유효성이 높은 두개의 설문을 통하여 식품 알레르기 관

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종사자들은 모두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food allergy of the confectionery bakers in Gyeongnam province N (%)

Characteristics

Have you ever received an education

about food allergy ? Total X2/P

Yes (n = 15) No (n = 54)

Interest in how to manage 

food allergy

strongly agree 9(60.0) 15(27.8) 24(34.8)

7.724

0.102

agree 6(40.0) 24(44.4) 30(43.5)

neutral 0(0.0) 09(16.7) 09(13.0)

disagree 0(0.0) 05(9.3) 05(7.2)

strongly disagree 0(0.0) 01(1.9) 01(1.4)

Interest in the education about 

food allergy management

strongly agree 9(60.0) 18(33.3) 27(39.1)

4.836

0.305

agree 3(20.0) 20(37.0) 23(33.3)

neutral 3(20.0) 10(18.5) 13(18.8)

disagree 0(0.0) 05(9.3) 05(7.2)

strongly disagree 0(0.0) 01(1.9) 01(1.4)

Willingness to participate

the education about food 

allergy management

strongly agree 9(60.0) 12(22.2) 21(30.4)

9.173

0.057

agree 3(20.0) 25(46) 28(40.6)

neutral 3(20.0) 11(46.3) 14(20.3)

disagree 0(0.0) 05(7.2) 05(7.2)

strongly disagree 0(0.0) 01(1.4) 01(1.4)

Need for the management

program about food allergy

strongly agree 12(80.0) 15(27.8) 27(39.1)

14.386**

0.006

agree 3(20.0) 21(38.9) 24(34.8)

neutral 0(0.0) 07(10.1) 07(10.1)

disagree 0(0.0) 10(14.5) 10(14.5)

strongly disagree 0(0.0) 01(1.4) 01(1.4)

Willingness to use the

management program

about food allergy

strongly agree 12(80.0) 12(22.2) 24(34.8)

17.989***

0.001

agree 3(20.0) 25(46.3) 28(40.6)

neutral 0(0.0) 13(24.1) 13(18.8)

disagree 0(0.0) 02(3.7) 02(2.9)

strongly disagree 0(0.0) 02(3.7) 02(2.9)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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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교육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식품 알레르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적용’에 대해 ‘매

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선택하여 식품 알레르기 관련 ‘교

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한 그룹에 비해 식품 알레

르기에 관한 인식도와 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설문조사에 응한 경남지역 제과제빵 종사자 중 ‘교

육받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종사자는 21.7%(15명/69명)

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

기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 인지도 확인

경남지역의 제과제빵 종사자들에 대해 식품 알레르기 증

상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Fig. 6에 보는 바와 같이 69명

중 증상에 대하여 ‘알고있다’ 39%(27명/69명)와 ‘모른다’

61%(42명/69명)로 나타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7명만

알고있다고 응답하였다. ‘알고있다’ 라고 대답한 27명에게

증상을 설문한 결과 ‘무응답’과 ‘호흡곤란’ 각각 26%(7명

/27명)와 ‘가려움증’ 19%(5명/27명), ‘두드러기’와 ‘쇼크증

상’이 각각 15%(4명/27명)로 응답하여 ‘알고 있다’라고 응

답한 종사자들은 대부분 식품 알레르기 증상에 대해 답을

하였다. 그러나 아나필라식스와 같은 위급한 증상에 대해

서는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제

과제빵 업소에서도 구입한 제품을 간단히 섭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과제빵 매장에서 아

나필락시스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제과제빵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

레르기 증상 및 사례와 대처방안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레르겐 표시사항 필요성 및 의무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 등에 의

해 시행 공고된 제11조의 2항(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사

항)과 관련하여 식품 알레르기 표시 사항의 인식 여부를

설문한 결과 ‘매우 그렇다’ 14.5%(10명/69명), ‘그렇다’

65.2%(45/69명),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0.1%(7

명/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 알레르기 표시사항이 얼

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그렇다’ 43.5%(30명/6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표시사항이 의무화 된 것을 아는

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26.1%(18명/69명), ‘그렇

다’ 40.6%(28명/69명)로 확인되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

표시사항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표시사항에 대해 작성하

시오’ 라고 질문한 결과, 대상항목이나 일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15.9%(11명/69명)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4.1%(58명/69명) 해당하는 종사자들은 식품 알레르겐 표

시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과제빵 종사자들은 알레르겐 표시 사항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며, 중요하다고 대답 하였으나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

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고있는 경우는 5명 중 1명에 미

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 표

시사항에 대해 제과제빵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

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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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남지역의 제과제빵 종사자들의 식

품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이것을 바탕으

로 식품 알레르기 인식 개선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Fig. 7. Perception of confectionery bakers in Gyeongnam about

specially food allergen labeling system on products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Fig. 6. Perception of confectionery bakers in Gyeongnam about

whether they recognize the symptoms of food allergies and what

kind symptom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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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경남지역의 제과협회에 등록된 업체 대표자 및 종

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식품 알

레르기와 제과제빵의 연관성, 개발 시 식품 알레르기 고

려 여부, 식품 알레르겐 다량 함유 여부, 유발 원인 및 알

레르기 증상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 되었다.

102개 업체에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67.7%(69개/102

개) 업체로부터 설문지가 회수 되어 통계 분석에 사용하

였고 수집 된 69개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하여 알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제과제빵 종사자는 87%(60

명/69명)으로 대부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부 13%(9명/69명)의 종사자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그

러나 제조과정 중 식품 알레르기를 ‘고려한다’ 73.9%(51

명/69명) 수준으로 응답했지만 식품 알레르겐과 식품 알

레르기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알지못했

다. 제과제빵 종사자들을 위한 식품 알레르기교육 참가 여

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 30.4%(21명/69명), ‘그렇다’ 40.6%

(28명/69명)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종사자 간의 차이는 있

었지만 현재 경남지역의 제과제빵 종사자들이 식품 알레

르기에 대한 인식과 그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

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제과제빵 종사

자들을 위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프로그

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제과제빵 종사자들

에게 제품 제조과정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

르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실제 매장의 갑작

스러운 식품 알레르기사고와 응급처치 등의 지침과 같은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는

경남지역에 종사하는 제과제빵 종사자에 대한 식품 알레

르기 인식도 조사이지만 국내 제과제빵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식품 알레르기 인식도 관련 기초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Appendix

질문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V 표시를 하시오.

①-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1)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문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문3) 귀하의 연간 평균 판매액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3000만 원 미만

② 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③ 50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④ 7000만 원 이상 ~ 9000만 원 미만

⑤ 9000만 원 이상

문4) 귀하의 제과·제빵에 종사하신기간은 총 얼마나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3년 미만

③ 3년 이상 ~ 5년 미만 

④ 5년 이상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문5)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대졸 이하 ④ 대학원 졸업

⑤ 기타:

문6)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7) 제품 개발 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고려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8 항목으로 가시오)

문7-1) 제과·제빵 작업 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얼마

나 고려하십니까?

문8) 제과·제빵 재료에 식품 알레르겐이 다량 함유된

것을 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9번 항목으로 가시오)

문8-1) 제과·제빵 재료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밀가루 ② 달걀 및 난류

③ 우유 및 유제품 ④ 견과류 및 유지류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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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식품 알레르기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10번 항목으로 가시오)

문9-1) 식품 알레르기 관련 교육 받은 방법은 무엇입니

까? (교육장소나 교육제공처 등)

문10) 제과·제빵과 관련한 식품 알레르기 관리방법에

관심 있습니까? (①-⑤)

문11) 제과·제빵과 관련한 식품 알레르기 관리교육에

관심 있습니까? (①-⑤)

문12) 제과·제빵과 관련한 식품 알레르기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가하시겠습니까? (①-⑤)

문13) 제과·제빵과 관련한 식품 알레르기 관리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⑤)

문14) 제과·제빵과 관련한 식품 알레르기 관리 프로그

램이 개발 된다면 적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⑤)

문15) 손님 중 식품 알레르기가 발생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아십니까? (①-⑤)

① 예 ② 아니오 (문 16번 항목으로 가시오)

문15-1) 이에 대한 증상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쓰

시오.)

문16) 알레르겐 표시사항에 대해 알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⑤)

문17) 알레르겐 표시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⑤)

문18) 어린이식생활법과 관련하여 대한 알레르기 표시

사항이 의무화 된 것을 아십니까? (①-⑤)

문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표시사항에 대하

여 적어보시오(항목, 내용 등등 구체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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