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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foodservice management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and evaluated 
food service workers’ food safety practices and knowledge. For this, the directors of 20 elderly welfare facili-
ties (each with fewer than 50 residents) located in Seoul were interviewed and a survey of 40 foodservice 
worker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ir food safety knowledge and practices. The facilities accommodated 
an average of 28 residents. All the facilities were self-operated and approximately 62% were dependent on 
payments by residents. Only 15% had a dietitian in charge of menu planning, food purchasing, and food safe-
ty management. Approximately 50% had their facility managers take responsibilities for menu planning and 
food safety management. Most of the facilities provided food safety training within their own facility and sa-
nitized their utensils, cutting boards, and dishcloths on a daily basis. A limited number of foodservice work-
ers, insufficient training programs, and budget constraints were some of the major barriers to food safety 
management. Their average score on food safety practices was 1.62, and that on food safety knowledge was 
17.6 out of 19 poin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foodservice workers had good food safety knowledge 
and appropriate food safety practice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only between food safety practices 
related to receiving and storing food products and knowledge of person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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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 발

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

발해짐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어 빠른 속도로 고

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337만 명으로 총인구 중 65세 이

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1%를 넘어 고령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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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06). 노인인구가 증

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2010)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2007) 등 법령 개선 노

력과 함께 2009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10년 전에 

비해 약 16.3배 정도 증가한 3조 1,259억 원으로 전

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16.2%를 책정하였다(보건복

지부 2010a). 이에 2006년에 815개소였던 노인복지

시설의 수가 2009년에는 1,642개소로 늘어나 지속

적인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에 입소한 노

인 수 또한 40,589명에서 82,271명으로 2배 이상 증

가하였으며 노인 인구 수 증가에 따른 노인 인구를 

수용할 노인 관련 복지 시설들 또한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10a). 노인복지시

설과 노인 복지관련 사업에 한 사회적 관심이 증

가하여 지자체에서는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 치매상담센터 설치사업, 노후소

득 및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경

로당과 노인복지관 설치 ․ 운영 사업, 소외된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인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보호전

문기관 설치 운영 사업,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b). 
노인 급식서비스는 노인복지사업의 한 유형으로

서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은 노인에게 한 끼의 완전

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영양적 요구를 충

족시켜 줄 뿐 아니라 노인들을 개인적 공간에서 사

회적 공간으로 나오게 하여 사회적, 심리적인 교류

를 유도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Chang 2008). 영
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서비스

는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 급식서비스는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들을 위한 

급식서비스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복지시설

에서의 재가노인을 위한 급식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입소노인들을 위한 급식서비스는 65세 이상이

고,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하여 단기보호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위한 급식서

비스로 1일 3식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연구

의 범위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위한 

급식서비스로 제한하였다. 
노인의 신체적, 생리적 기능은 건강한 일반 성인

과는 다르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급식은 일반 성인

을 상으로 하는 급식과는 영양과 위생적인 측면

에서 달라야 한다. 노인은 신체적 기능과 함께 면역

력이 저하되어 식중독을 비롯한 질병의 감염 위험

이 높고 만성 질환, 영양불량, 운동부족 등의 요인

으로 인하여 감염의 취약성과 질병 유병률이 높아

지므로 노인 급식 프로그램은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McCabe-Sellers & Beattie 2004).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양로원, 경로당 무료 노

인 급식 등 정부의 지원으로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서비스의 수혜자는 양적으로 급격하게 많아졌

으나, 급식의 운영 현황에 있어서는 영양사와 조리

사가 없는 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부분이 

자원봉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훈련된 

전문 인력과 체계적으로 구축된 식품안전에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다(Suh 등 2004).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에 관한 법률적인 규정

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시

설에 관한 법률 중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별표 7, 8
에서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양로시설은 조리원 1명을, 입소자 30명 이상 양로시

설에서는 조리원 2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급식

시설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와 위생과 관련해서는 

개인위생 및 음용수에 한 기준이 전부로 시설 및 

설비와 위생과 관련한 지침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급식 상자수가 5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식

품위생법에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보건소나 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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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청위생과 등에서 실시하는 식품 위생지도점검

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 의하면 급식 상

자 50인 미만의 시설 및 노인 급식소에 한 식품위

생 안전 관리의 감독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며, 50인 

이상 노인 급식시설이라도 집단급식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 위생지도 및 점검 상에서 

제외되므로 식품안전 사각지 라고 할 수 있어 노인

급식의 위생관리 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식

품위생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

초적 급식 현황 관련 정보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노인 급식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Nam 등 2000; Chung 2000; Suh 등 2004; 
Chang 2008)들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재가 노인 급

식서비스에서의 위생관리에 관련한 연구(Yi 등 

2009)가 수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입소노인을 위한 노

인복지시설에서의 급식서비스나 위생관리에 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50인 미

만 노인복지시설 급식업무와 위생관리 현황을 파악

하고 급식업무 종사자들의 위생관리 실천도와 위생

지식을 평가하여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급식 위생관리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서울 시내의 노인복지시설 현황(2010년 6월 기준)
에 따르면 총 105개 시설 중 입소인원이 50인 이하인 

시설은 85개소로 무료양로시설 4개, 무료요양시설 1
개, 실버요양시설 2개, 실버전문요양시설 1개, 유료노

인양로시설 2개, 유료노인요양시설 35개, 유료노인전

문 요양시설 14개, 개인운영요양시설 26개소를 포함한

다. 2010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85개 50인 미

만 노인복지시설에 우편과 팩스로 식품안전위생교육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를 통해 교육 의사를 문의하

여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설 20개소를 선정하였다. 선
정된 20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급식업무와 위생관

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20개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급식업무 종사자 40명을 상으로 위생지식

과 위생관리 실천도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1)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업무와 급식시설 

위생관리 현황 조사

본 연구에 참여한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

식업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급식업무 관리자 20
명을 상으로 해당시설의 운영방법, 급식소 예산 

조달 방법, 입소인원, 일평균 급식인원, 조리종사자 

수와 경력, 자원봉사자 수, 식단 작성과 식재료 구

매 담당자, 식단의 주기, 급식비, 식단 작성 시 고려

사항, 식재료 구매 방법, 배식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책임자, 자체 위생관리 실시 여부, 위생관

리 방법, 자체 위생교육 실시 여부, 외부 위생교육 

참여 여부, 식기/수저 소독 여부, 칼/도마/행주 소독 

여부, 구비한 법적 서류 종류, 배식 후 남은 음식 

처리 방법, 자체 위생관리 실시 장애요인 등을 조사

하였다. 급식소 예산 조달 방법, 식단 작성과 식재

료 구매 담당자,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식재료 구

매 방법, 배식형태, 위생관리 방법, 구비한 법적 서

류 종류, 자체 위생관리 실시 장애요인에 관한 문항

의 경우, 다중응답으로 답하게 하였다.

2)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조리종사자의 

위생 관리 실천도와 위생지식 평가

본 연구에 참여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노인복지

시설 20개소에 근무하는 급식업무 종사자 40명을 

상으로 위생 관리 실천도와 위생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Park 2007; Song 2007; Kim & Park 
2008; Yun 2008; Kim 2009; Lee 등 2009; Park 등 

2009; Ryu 2009)들을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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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ervice management Frequency   %
Type of foodservice management

  Self-operated 20 100.0
Resource of operating budget1)

  Elderly residents payment 16  61.5

  Fund from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6  23.1
  Fund from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2   7.7
  Private donations  2   7.7

Person in charge of menu planning1)

  Manager  9  42.9
  Dietitian  4  19.0

  Social worker  3  14.3
  Nurse  3  14.3
  Cook  1   4.8

  Advice from professionals  1   4.8
Person in charge of food purchasing1)

  Manager 15  71.4

  Dietitian  3  14.3
  Cook  2   9.5
  Social worker  1   4.8

Cycle of menu 
  Monthly  8  40.0
  Fixed menu  7  35.0

  Weekly  3  15.0
  10 days  2  10.0
Considering factors when planning menu1)

  Nutrient value 17  50.0
  Preference 10  29.4
  Cooking method  6  17.6

  Operating budget  1   2.9
Method of food purchase1)

  Direct purchase at market 15  68.2

  Contract purchase  3  13.6
  Direct purchase＋Contract purchase  3  13.6
  Others  1   4.5

Table 1. Foodservice management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고 본 연구 상인 50인 미만의 노인복지시설 여건

에 맞추어 수정 · 보완하였다. 위생관리 실천도 항

목은 개인위생 영역 6문항, 조리공정 영역 6문항, 
검수 및 저장 영역 2문항, 시설관리 영역 6문항을 

포함하여 총 20문항으로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

는 타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10명을 상

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급식업무 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 정도

를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위생지식 항목은 개인위생 영

역 5문항, 조리공정 영역 8문항, 검수 및 저장 영역 

4문항, 시설관리 영역 2문항을 포함하여 총 19문항



J Korean Diet Assoc 17(3):287-301, 2011 | 291

Food service management Freq %
Type of meal service1)

  Tray service 20  83.3
  Table service  4  16.7
Number of the elderly residents  28.05±15.572)

Number of the people served per day 48.15±48.82
Meal cost per person (won)
  Breakfast  2,560±578.93

  Lunch  2,560±578.93
  Dinner  2,560±578.93
  Snack  1,075±576.63
1) Multiple response
2) Mean±SD

Table 1. Continued.

으로 구성하였다. 위생지식 문항은 ○, ×로 응답하

게 하였으며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여 

19점 만점으로 분석하였다. 이외에 급식업무 종사자

의 식품안전위생교육 이전 경험과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조리사 자격증 유무, 근무기간을 조사하였다.

3.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

계처리 하였다. 서울 소재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20
개소의 급식업무와 위생관리 현황, 급식업무 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도와 위생지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20개 노인복지시설에

서 근무하는 급식업무 종사자 40명을 상으로 조사

한 위생관리 실천도와 위생지식 사이의 상관관계는 

spearma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1.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급식 관리 현황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관리 현황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의 급식소는 조사 상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

었으며, 급식소 예산 조달 방법은 입소노인 부담이 

61.5%로 가장 많았고, 정부지원금(23.1%), 사회복지

기관지원금(7.7%), 개인지원금(7.7%) 순으로 나타났

다. 43%의 시설에서 시설관리자가 식단 작성을 담

당하고 있었고, 영양사(19%), 사회복지사(14.3%), 간

호사(14.3%) 순으로 나타났으며, 71.4%의 시설에서 

식재료구매를 시설관리자가 담당하고 영양사(14.3%), 
조리사(9.5%), 사회복지사(4.8%) 순으로 나타났다. 
35%의 시설에서 고정식단을 사용하고, 40%의 시설

에서 월단위로 식단을 반복하였으며, 그 중 15% 시
설에서 1주일 단위로 반복하고 있었다. 식단을 작성

할 때 영양소(50%), 기호도(29.4%), 조리방법(17.6%), 
비용(2.9%)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하는 시설이 68%로 가

장 많았고, 계약구매(13.6%), 계약구매＋직접구매

(13.6%) 순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시설(83.3%)에서 

트레이배식을 하며, 노인 복지시설 입소 인원은 평

균 28명이었고, 하루 평균 급식 이용 인원은 시설 

종사자들의 식사를 포함하여 48명으로 나타났다. 평
균 급식비는 매끼 2,560원, 간식비는 1,075원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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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afety management Freq %

Who manages food safety management? 

  Manager  8 40.0

  Social worker  4 20.0

  Cook  4 20.0

  Dietitian  3 15.0

  Nurse  1  5.0

Do you have a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your facility?

  Yes 18 90.0

  No  2 10.0

Method of food safety management

  Using food safety management manual  9 45.0

  Using self guideline of food safety management  7 35.0

  Eye observation  3 15.0

  No response  1  5.0

Do you conduct food safety education in your facility?

  Yes 16 80.0

  No  4 20.0

Do your foodservice employees participate in food safety education offered by outside organizations? 

  No 16 80.0

  Yes  4 20.0

How often do you sanitize spoon and utensil? 

  Everyday 16 80.0

  Weekly  3 15.0

  Monthly   1  5.0

How often do you sanitize knife/cutting board/dishcloth?

  Everyday 18 90.0

  Weekly  2 10.0

Documents to prove sanitation and hygiene status1)

  Foodservice employee's health certificate 18 31.6

  Certification of fumigation 18 31.6

  Drinking water filter change record 17 29.8

  Volunteer's health certificate for volunteer  4  7.0

How do you deal with the leftover?

  Discard 17 85.0

  Providing meals to foodservice employees  3 15.0

What is the difficult problem of food safety management?1)

  Shortage of foodservice staff  9 26.5

  Shortage of training program  8 23.5

  Shortage of specialized food safety training  6 17.6

  Shortage of budget  4 11.8

  No problem  2  5.9
1) Multiple response

Table 2. Food safety management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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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급식시설 위생관리 현황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시설 위생관리 현황

은 Table 2에 제시되었다. 40%의 시설에서 시설관리

자가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

지사(20%), 조리사(20%), 영양사(15%), 간호사(5%) 순

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시설(90%)에서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45%의 시설에서 기존 

위생관리 매뉴얼을 이용하여 위생관리를 하고 조사

상의 80%가 자체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지

만, 조사 상의 80%가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위생교

육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기와 수저 및 칼/도마/행주는 매일 소독한다고 

응답한 시설이 각각 80%, 90%로 나타나 소독 관리

는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생 관련 

법적 서류는 조리종사자 건강검진서(31.6%)와 정기

방역소독필증(31.6%)을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었으

며, 음용수기기 필터 교체일지(29.8%), 자원봉사자 

건강검진서(7%) 순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85%의 시설에서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주로 

그냥 폐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급식관계자 식사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자체 위생관리 실시 장애요인으로는 조리 인력 부

족, 조리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부족이 각각 26.5%, 
23.5%로 나타났고, 위생관리 전문교육․연수 부족이 

17.6%, 예산지원 부족이 11.8%였으며, 장애요인이 

없다고 응답한 곳도 5.9%였다. 

3.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급식업무 종사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업무 종사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조리

종사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자원봉사자는 남녀 비

율이 3 : 5로 여성이 더 많았다. 조리종사자의 56.3%
가 50 였으며 40 (18.8%), 60  이상(18.8%), 30
(3.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원봉사자는 20

(37.5%), 60  이상(37.5%), 40 (25%) 순으로 나타났

다. 조리종사자와 자원봉사자를 합친 급식업무 종사

자의 최종 학력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5%가 고

등학교 졸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리

종사자의 절반 이상(65.6%)이 조리사 자격증이 없었

고 자원봉사자 모두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현재 근무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근무기

간이 1년 이내라고 응답한 조리종사자와 자원봉사자

가 각각 28.1%, 62.5%로 가장 많았다. 현재 노인복지

시설을 포함한 급식시설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은 조

리종사자 46.9%가 5년 이상 근무했고, 1∼3년이 

18.8%, 3∼5년이 18.8%, 1년 이내가 12.5%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1∼3년이 62.5%로 가

장 많았고, 1년 이내(25%), 3∼5년(12.5%) 순으로 나

타났으며, 5년 이상 근무한 자원봉사자는 없었다. 이
외에, 조리 종사자의 56.2%, 자원봉사자의 50%가 식

품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급
식업무에 참여하는 인원 중 조리에 근무하는 인원수

는 평균 1.75명이었으며 평균 5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식 ․ 세척을 주로 하는 자

원봉사자의 수는 평균 1.89명으로 조리종사자보다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급식업무 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도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업무 종사자의 위

생관리 실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위생관리 실천도

의 평균 점수는 1.62로 실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4). 각 영역별 위생관리 실천 수준을 살펴보

면, 검수 및 저장 영역이 1.39로 가장 실천을 잘하

고 있는 영역으로 나타났고, 시설관리 영역(1.62), 개
인위생 영역(1.69), 조리공정 영역(1.76) 순으로 나타

났다. 개별 항목별 위생관리 실천수준을 살펴보면, 
‘행주는 사용 후 삶아서 건조시킨다.’(1.23), ‘식자재 

창고 등 조리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한다.’(1.25), 
‘음식물쓰레기는 식품이 닿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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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s
Frequency (%)

Foodservice employee (n=32) Volunteer (n=8) Total (n=40)

Gender

  Female 32 (100.0) 5 ( 62.5) 37 (92.5)

  Male  0 (  0.0) 3 ( 37.5)  3 ( 7.5)

Age (year)

  20's  0 (  0.0) 3 ( 37.5)  3 ( 7.5)

  30's  1 (  3.1) 0 (  0.0)  1 ( 2.5) 

  40's  6 ( 18.8) 2 ( 25.0)  8 (20.0)

  50's 18 ( 56.3) 0 (  0.0) 18 (45.0)

  ≥60  6 ( 18.8) 3 ( 37.5)  9 (22.5)

  No response  1 (  3.1) 0 (  0.0)  1 ( 2.5)

Educational background

  Lower than middle school graduate  9 ( 28.1) 0 (  0.0)  9 (22.5)

  High school graduate 17 ( 53.1) 5 ( 62.5) 22 (55.0)

  College graduate or higher  2 (  6.3) 0 (  0.0)  2 ( 5.0)

  Others  1 (  3.1) 1 ( 12.5)  2 ( 5.0)

  No response  3 (  9.4) 2 ( 25.0)  5 (12.5)

Chef certification

  None 21 ( 65.6) 8 (100.0) 29 (72.5)

  Certified 10 ( 31.3) 0 (  0.0) 10 (25.0)

  No response  1 (  3.1) 0 (  0.0)  1 ( 2.5)

Work period in current elderly welfare facility (year)

  ＜1  9 ( 28.1) 5 ( 62.5) 14 (35.0)

  1∼3  8 ( 25.0) 2 ( 25.0) 10 (25.0)

  3∼5  6 ( 18.8) 0 (  0.0)  6 (15.0)

  ≥5  8 ( 25.0) 0 (  0.0)  8 (20.0)

  No response  1 (  3.1) 1 ( 12.5)  2 ( 5.0)

Total work period in the food service facility (year)

  ＜1  4 ( 12.5) 2 ( 25.0)  6 (15.0)

  1∼3  6 ( 18.8) 5 ( 62.5) 11 (27.5)

  3∼5  6 ( 18.8) 1 ( 12.5)  5 (12.5)

  ≥5 15 ( 46.9) 0 (  0.0) 17 (42.5)

  No response  1 (  3.1) 0 (  0.0)  1 ( 2.5)

Prior experience of food safety education

  Yes 18 ( 56.2) 4 ( 50.0) 22 (55.0)

  No 14 ( 43.8) 4 ( 50.0) 18 (45.0)

Number of cook  1.75±0.791)

Total career period as a cook (year) 5.65±4.79

Number of volunteer 1.89±3.25
1) Mean±SD

Table 3. Demographics of foodservice workers in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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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afety area Mean±SD Food safety practices  Mean±SD1)

Personal 
hygiene (6) 1.69±0.75

1. When washing hands, I wash under the nails, between fingers and wrists after lathering
    enough. 1.40±0.87

2. I do not wear ornaments such as earrings, necklaces or rings. 1.50±1.11 

3. I put on provided shoes when using the bathrooms. 1.55±1.11

4. I do not have unnecessary conversations with someone. 1.65±0.95

5. I do not touch ingredients with bare hands during cooking or preparation. 1.93±1.59

6. I wear disinfected uniform and cap during cooking. 2.12±1.57

Cooking 
process (6) 1.76±0.70

1. I seal the frozen flesh or seafood when defrosting them in the refrigerator or running water. 1.50±0.78

2. I do not cut the vegetables or meats with the knifes which was used to cut the fish. 1.50±0.82

3. I do not put the ingredients and tablewares on the floor. 1.67±1.53

4. I do not taste with a cooking ladle. 1.83±0.98

5. I wash and sanitize the ingredients which do not go thorough heating process. 1.92±1.82

6. I throw away all leftovers. 2.15±2.17

Receiving & 
storing (2) 1.39±0.71

1. I sanitize dishes and tablewares after washing. 1.35±0.53

2. I store cooked foods in covered containers. 1.43±1.32

Equipment & 
facility (6) 1.62±0.61

1. I dry dishclothes after boiling. 1.23±0.48

2. I keep the kitchen such as ingredients warehouse clean. 1.25±0.44

3. I locate the food wastebin away from the food in the separate room and keep lid on it. 1.30±0.52

4. I classify rubber gloves according to the usages [cooking or washing]. 1.60±1.22

5. I do not use the red rubber-basin in the kitchen. 1.70±1.24

6. I hang the rubber hose on the hose ring. 2.65±2.59

Mean 1.62±0.53
1) Likert 5-Point scale from 1-Strongly agree to 5-Strongly disagree

Table 4. Food safety practices of foodservice workers.
(N=40)

뚜껑을 덮어 폐기한다.’(1.30)에서 위생관리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무호스는 호스걸이를 사용

하여 관리한다.’(2.65)는 가장 낮은 실천 수준을 보여 

주었다. 

5.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업무 종사자의 

위생지식 평가

Table 5는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업무 종

사자들의 위생지식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급식

업무 종사자들의 위생지식을 조사한 결과, 19점 만

점에 17.60점의 평균점수를 보였고, 영역별로는 개인

위생 영역 4.83점(5점 만점), 조리공정 영역 7.25점(8
점 만점), 검수 및 저장 영역 3.55점(4점 만점), 시설

관리 영역 1.97점(2점 만점)으로 나타나 급식업무 종

사자들의 위생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평균 정답률은 시설관리 영역이 98.8%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고, 개인위생 영역

(96.5%), 조리공정 영역(90%), 검수 및 저장 영역

(88.8%)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부분 문항에서 9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냉동식품을 해동할 때에는 따뜻한 실온에서 해동해

도 된다’와 ‘뜨거운 음식을 식힐 때 선풍기를 이용

해도 된다’, ‘보존식은 매 끼니마다 채취하여 냉동 

보관해야 한다’ 문항에서는 각각 80.0%, 62.5%, 
72.5%로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특히, 보존

식 관련 문항은 급식 업무 종사자들의 지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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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afety practices
Personal hygiene Cooking process Receiving & storing Equipment & facility

Food safety knowledge

Personal hygiene  0.121  0.152   0.363*  0.205
Cooking process  0.090 −0.296 −0.192 −0.104
Receiving & storing −0.133 −0.300 −0.065 −0.122

Equipment & facility  0.224 −0.196  0.126  0.035
*P＜0.05

Table 6. Correlation between food safety practices and food safety knowledge.
(N=40)

Food safety area Food safety knowledge Correct answer 
N (%) Score2)

Personal 
hygiene (5)1)

1. It is okay to cook by hands wearing ring and accessory. 40 (100.0)

 4.83±0.39
2. It is safe to prepare foods with hand cuts and wounds covered with bandages. 39 ( 97.5)
3. I have to wash hands after handling eggs and raw vegetables. 39 ( 97.5)

4. Staphylococcus aureus in hand cause the food poisoning. 38 ( 95.0)
5. It is okay to cook by hand for good tasty. 37 ( 92.5)

Cooking 
process (8)

1. I have to wash under running water more than three times and sanitize vegetables, fruits
   and no heated ingredient. 40 (100.0)

 7.25±0.78

2. I have to use cutting boards and knives separately for meat, fish and vegetables. 40 (100.0)
3. I have to take the food off a little on a plate when I tried a little bit. 39 ( 97.5)
4. Moldy rice cakes are safe to eat after moldy areas are cut away. 39 ( 97.5)

5. It is okay to mix the vegetable with utensil on the floor. 37 ( 92.5)
6. Food poisoning outbreaks occur only in summer. 36 ( 90.0)
7. Thawing frozen food is safe at room temperature. 32 ( 80.0)

8. It is okay to use fan during cooling of cooked foods. 25 ( 62.5)

Receiving & 
storing (4)

1. I have to store cooked foods in covered containers. 40 (100.0)

 3.55±0.55
2. It is safe to keep wiping dishcloth after boiling. 37 ( 92.5)

3. I have to upset cups when I put them in UV sterilizer. 36 ( 90.0)
4. Sample meals are deposited their own containers and safely kept 144 hours  before the
   meal time. 29 ( 72.5)

Equipment & 
facility (2)

1. I have to classify rubber gloves according to the usages for cooking or for washing. 40 (100.0)
 1.97±0.16

2. I have to keep food waste in sealed plastic bag separately from food storage areas. 39 ( 97.5)
Total score (19) 17.60±1.13

1) (  ) A possible total score for each category
2) Mean±SD

Table 5. Food safety knowledge of foodserivce workers.
(N=40)

6. 급식업무 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도와 위생지식의 

관계

위생관리 실천 수준과 위생지식 점수간의 상관관

계를 위생관리 실천도 영역과 위생지식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6). 검수 및 저장 영역의 

실천도와 개인위생 영역의 지식수준(P＜0.05)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위

생관리 실천도 영역과 위생지식 영역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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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

인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

여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업무와 위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급식업무 종사자의 위생관리 실천

도와 위생지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50
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은 총 20개소였으며, 20개소의 

급식소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50인 미만 

복지시설에 있는 급식소 예산 조달 방법은 입소노

인 부담이 61.5%로 가장 많았고 이는 Suh 등(2004)
의 결과와 유사하여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은 입

소 노인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단을 작성

하는 담당자는 시설관리자(42.9%)가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였고, 영양사는 19%로 상 적으로 적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현 식품위생법상 5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영양사 고용은 의무 사항이 아

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부분 시설에서 영양

사를 고용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조리

사가 식단 작성을 담당하고 있어 75% 이상이 전문

적인 영양교육을 받지 못하여 영양 지식이 거의 없

는 사람이었다. 이는 Kim 등(1997)이 보고한 양로원

과 Suh 등(2004)이 보고한 사회복지관 경로 식당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식재료 구매 담당자의 경우 

역시 시설관리자가 71.4% 시설에서 직접 구매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나 급식업무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

를 시설관리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 

구매 방법은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시설이 68.2%
로 나타나, Yang 등(1996)과 Kim 등(1997), Suh 등

(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직

접 구매 방법은 식품구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구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며, 효율적인 구매 관리를 통해 양질의 식재

료를 저렴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구매식단을 작성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

항으로는 영양소와 기호도 고려가 79.4%를 차지하

여, 식단 작성 시 노인의 영양 요구도와 기호도를 

충족시키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Yang(2008), Lee(2008)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부분의 시설이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복지 시설 관련 정보센터나 타 기관 영양사에게 자

문을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이는 100인 미

만 영유아 보육 시설을 상으로 식단 작성 담당자

를 조사한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Rho 등(2009)이 

전북지역 보육시설의 시설유형에 따른 급식운영관

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단 작성 시 시

설 부분이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Song & Kim(2009)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급식 

운영 실태 조사에서도 총 95곳의 영유아 보육시설 

중 76곳이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중 

65.6% 시설이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식단을 작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또한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식품위생 안

전 관리의 감독체계가 미비한 상으로 비전문가가 

외부 자료들을 이용하여 식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체계에서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에서 

영양사 의무 고용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도 비전문가가 외부 정보들을 이용하여 식단을 작

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식단을 작성하여 시설들에 제공해주는 정책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자가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시설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급식 전문 

인력이 아닌 시설관리자가 식재료 구매를 담당하고 

있어 비전문가에게 무리한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식단 작성과 식재료 구매 담당 모두 시설

관리자가 담당하는 것과 일치한 결과로 시설관리자

가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 

위생관리 실시 장애요인으로는 조리 인력 부족, 조

리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부족이 각각 26.5%, 23.5%
로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관리자들은 전반적으로 

조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급식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



298 |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현황

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부분의 시설(90%)에
서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조사 상의 

80%가 자체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나 식품위생관리를 위생관리 전문가가 아닌 시설

관리자가 담당하고 있고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위

생교육에 참여하는 시설은 전체 시설의 20%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 상인 노인복지시설이 체

계적인 위생관리를 수행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특히, 위생관리의 객관적인 잣 로 볼 수 있는 위생 

관련 법적 서류 구비 여부 조사 결과, 조리종사자 

건강검진서와 정기방역소독필증 음용수기기 필터 

교체일지의 구비율이 30%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식품 취급자 특히 조리종사자의 건강검진서는 식중

독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인위생수칙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리종사자의 70%는 건강검

진서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위생관리 책임자의 위

생 기본 지식이나 실천수준이 매우 낮음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업무 종사자의 최종 학력은 조리종사자와 자원봉사

자 모두 고등학교 졸업(55%)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 Yi 등(2009)의 연구 결과에서 나온 노인종합복

지관 급식시설 조리종사자의 최종 학력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Lee & Ryu(2004)의 연구 결과

에서 고등학교 급식시설 조리종사자의 최종 학력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총 응답자의 근무 

기간을 보면 5년 이상(42.5%)이 가장 많아 현재 근

무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근무 기간은 짧지

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급식시설

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급식시설에

서 근무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관리 실천 수준의 평균 점수는 1.6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Yi 등(2009)의 노인종합복지관 급

식업무 종사자들의 위생관리 수행 평가 결과에서도 

4.27(5점 만점)로 높게 나타났으며, Hong 등(2008)의 

초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위생실천도 결과도 

4.73(5점 만점)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

다. 그 외 학교, 병원, 산업체 단체급식소 조리종사

자들의 위생관리 실천 수준 연구에서도 5점 만점에 

4.40 이상으로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Lee 2003; 
Lee 2006; Song 2007). 각 영역별 수행도를 비교해보

면 Han 등(2005)의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수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기설비위생 영역이 4.90(5
점 만점), 식중독 및 미생물 영역 4.86(5점 만점), 개
인위생관리 영역 4.79(5점 만점), 생산별 단계 위생 

영역 4.70(5점 만점) 순으로 나타나 기기설비위생 영

역의 수행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Yi 등(2009)의 연구 결과에서는 개인위생 영역이 

4.46으로 가장 높고 검수 및 저장 영역이 4.05로 가

장 낮아 검수 및 저장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위생지식 평가 결과 정답률은 비교적 높은 편으

로 이것은 설문지를 구성할 때 정답과 틀림으로 정

답을 표시하게 하여 지식과는 상관없이 정답을 맞

출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Lee(2003), Lee & Ryu(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비교

적 높은 정답률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각 

영역별 평균 정답률은 시설관리 영역이 98.8%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위생 영역(96.5%), 조
리공정 영역(90%), 검수 및 저장 영역(88.8%) 순으로 

나타나 노인종합복지관 급식업무 종사자들의 기기 

및 시설에 관한 위생지식 수준이 높은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Yi 등 2009). 전주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

자의 위생지식을 평가한 Han 등(2005)의 연구에서는 

개인위생 영역(91.1%)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

으며, 기기 및 시설 영역(87.1%), 식중독 및 미생물

(78.6%), 생산단계별위생(76.3%) 순으로 나타났다. 인

천지역 단체급식소 조리종사자의 위생지식을 평가한 

Lee(2003)의 연구에서는 개인위생이 83.2%, 식품취급

에 관한 사항이 83.1%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기기설

비위생의 정답률이 79.1%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각 항목별로는 ‘냉동식품

을 해동할 때에는 따뜻한 실온에서 해동해도 된다’
와 ‘뜨거운 음식을 식힐 때 선풍기를 이용해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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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존식은 매 끼니마다 채취하여 냉동 보관해야 

한다’ 문항에서 상 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냉동식품을 해동 시 따뜻한 실온에서 해동하는 행

동과 뜨거운 음식을 식힐 때 선풍기를 이용하는 행

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실수하기 쉬운 행동들이며 이

런 행동의 위험성에 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올바른 해동 방법에 한 교육과 냉

동식품을 따뜻한 실온에서 해동하는 행동이 위험한 

이유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선풍기를 사용

하여 음식을 식히는 것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실

천수준을 개선시켜야 하겠다. 
검수 및 저장 영역의 실천도와 개인위생 영역의 

지식 수준간 양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위

생관리 실천도 영역과 위생지식 영역간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주지역 학교급식 조

리종사자의 위생지식 및 위생관리 수행에 관한 연

구결과에서도 위생관리 실천도 총점과 위생지식 점

수 총점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지 않았으

며(Han 등 2005), Kim(2004)의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의 식품 위생 안전성에 한 지식과 태도 및 실천

에 한 연구 결과에서도 위생 지식과 실천 사이에

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Kim & 
Oh(2005)의 병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리 수행

도 및 위생지식에 한 연구에서 위생관리 수행도

와 위생지식 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

는 것으로 보고되어 위생지식과 위생관리 수행도 

관계에 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지역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20
개소의 급식업무와 위생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20개
소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급식업무 종사자 40명
을 상으로 위생관리 실천도와 위생지식을 조사하

여 위생관리 실천도와 위생지식간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평균 

28명이었고, 하루 평균 급식 이용 인원은 48명으

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 급식소는 조사 상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예산 조달 방

법은 입소 노인 부담이 가장 많았다. 식단을 작

성하는 담당자는 시설관리자가 가장 많았고, 
부분의 시설에서 시설관리자가 식재료구매를 담

당하고 있었다. 식단의 반복주기는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식단을 작성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영양소와 기

호도, 조리방법, 비용 순으로 나타났다. 식재료 

구매 방법은 절반 이상의 시설이 시장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있었다. 배식형태는 트레이 배식이 

부분이었고, 급식비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월평균 2,560원이었으며, 간식비는 1,075원으로 

나타났다. 
2.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책임자는 시설관리자가 가

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순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시설(90%)에
서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위

생관리 방법으로는 기존 위생관리 매뉴얼을 이용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사 상의 80%가 

자체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전문

가가 아닌 시설관리자들이 주로 위생관리를 담당

하고 있었고, 외부 위생교육의 참여율도 낮았다. 
80% 이상의 시설에서 식기/수저 및 칼/도마/행주

는 매일 소독하고 있었으며, 배식 후 남은 음식

은 주로 폐기하고 있었다. 위생 관련 법적 서류

는 조리종사자 건강검진서(31.6%)와 정기방역소

독필증(31.6%)을 가장 많이 구비하고 있었으며, 
음용수기기 필터 교체일지(29.8%), 자원봉사자 건

강검진서(7%) 순으로 위생관리의 객관적인 잣

인 위생 관련 법적 서류의 구비율이 30%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위생관리 책임자의 위생 기

본 지식이나 실천수준이 매우 낮아 위생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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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

다. 자체 위생관리 실시 장애요인으로는 조리 인

력 부족, 조리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부족 순으

로 나타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급식업무 인력 부

족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부족을 느끼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3. 위생관리 평균 실천도는 평균 1.62로 실천 수준

이 높게 나타났으며, 각 영역별 실천 수준을 살

펴보면, 검수 및 저장이 1.39로 가장 실천을 잘하

고 있는 영역으로 나타났고, 시설관리 영역(1.62), 
개인위생 영역(1.69), 조리공정 영역(1.7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검수 및 저장 영역에서 실

천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상 적으로 조

리공정 영역에서는 다소 낮은 실천 수준으로 나

타나 올바른 조리공정에 한 교육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4. 위생지식 총점은 17.60점(19점 만점)으로 높은 편

으로 나타났고 부분 문항에서 90% 이상의 정

답률을 보였지만 ‘냉동식품 해동’, ‘뜨거운 음식

을 식히는 방법’, ‘보존식 관련’ 문항에서 다른 

문항들의 정답률보다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였

다. 
5. 전체적으로 위생관리 실천도와 위생지식 점수 사

이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검수 및 저장 영역의 실천 수준과 개인위

생 지식(P＜0.05)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50인 미만 노

인복지시설은 영양사 의무 고용이 적용되지 않아 

주로 전문 지식이 없는 시설관리자가 급식업무와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생관리의 객관적인 

잣 라고 할 수 있는 조리종사자 건강검진서와 정

기방역소독필증, 음용수기기 필터 교체일지 등 위생

관련 법적 서류의 구비율이 30% 정도에 머물러 있

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은 식품위생

법상 지도 점검 상이 아니므로 이에 한 식품안

전위생관리의 감독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들이 식품안전에 취약계층임을 고려할 때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식품안전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며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업무 종사자들에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식

품안전위생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장조

사가 아닌 설문조사로 이루어져서 설문참여자가 주

관적인 잣 로 응답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정확한 

노인복지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위생관

리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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