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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hygiene status of 145 child-care foodservices, which were newly 
registered in the Center for the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CCFSM) in Changwon, Gyeongnam. 
Sanitary inspection checklist (40 food safety items)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was 
used by the CCFSM in Changwon, Gyeongnam. Average score from the total safety items in 145 child-care 
foodservices was 21.41 points out of 40 points. Score gaps between the lower group (71 foodservices, 13.92 
points) and higher group (74 foodservices, 28.61 poin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The top 
five priorities of sanitary measures needing corrective actions for child-care foodservices were as follows: 
‘provide hand washing and sanitizing tools, and supply manuals on how to wash hands properly’, ‘supply re-
cord form for access/inspection’, ‘conduct education for cooks on standards in the selection of sanitizer for 
raw vegetables and proper methods to wash and sanitize raw vegetables’, ‘provide a refrigerator and a freezer 
with installed thermometers and temperature record monitoring logs’, ‘encourage separation of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and clean zone or conduct training for cooks on ways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by per-
forming work separately by the hour’. For the higher group, most were national/public facilities (83.3%), 
whereas in the lower group, private facilities (62.1%) were more common than national/public ones (37.9%). 
Therefor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was detected in the two groups. These private facilities should 
be supported.

Key words : child-care foodservices, Center for Child-care Foodservice Management, sanitary inspection check-
list, sanitary corre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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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보육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

으로 43,770개소의 어린이집에서 148만 6,980명의 영

유아가 보육을 받고 있고(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유치원은 8,678개원이 설치되어 65만 

8,188명의 유아가 이용하고 있다(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 특히 어린이집 운영

시간이 연장제나 종일제, 24시간제 등으로 운영되면

서 영유아들이 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간식과 식사를 제공받는 

횟수가 증가하여 하루 영양소 필요량의 절반 이상

을 공급하는 이들 기관의 급식관리에 대한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었다(Lee 등 2001). 반일제로 운영되

던 유치원도 종일제 운영으로 인한 보육적 기능이 

강화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급식문제로 지적

되어 급식과 간식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증가하였

다(Park 등 2009). 그러나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결

과에 의하면 학부모의 27%는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Do & Kim 2014). 
면역체계가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는 감

염성 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오염된 식품이나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관리함에 있어 영양적 균형은 물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포괄적 위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

식의 중점관리요소에 대해 조사한 연구(Lee & Oh 
2005)에서도 급식과 간식 제공 시 조리과정의 위생

과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는 급식품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2005년 6월 기

사화된 보육시설 급식의 문제점은 온 국민의 우려

를 자아 낸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5년간 

육아지원시설에서 총 69건(2009년 54건, 2010년 2건, 
2011건 9건, 2012건 3건, 2013년 1건)의 식중독 사고

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여(Financial News 2013) 영

유아 급식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한편 전국 보육시설 100곳을 방문해 급식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Lee 등 2006), 급식관리가 60점 

만점에 31.2점으로 집계되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

되었다. 급식관리 평가항목들 중 식재료관리 항목과 

급식경영관리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보

육시설 및 유치원 급식관리자의 위생관리 인식도 

조사(Park 등 2009)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영양사와 

조리사의 낮은 배치율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관

리기준의 제시와 아울러 위생관리를 담당할 전문적

인 급식관리자의 배치와 교육ㆍ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육아지원기관에 급식관리자인 영양사가 부재함으

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2008년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

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1년에 전국

에서 12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하였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원아수 100인 미만의 

육아지원기관 급식소 중 영양사가 부재한 경우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

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Park 2012). 특히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이행 지도, 집
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가 명시되어 있다(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3a). 이에 따라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등록한 육아지원기관 

급식소를 방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위생

관리점검표(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1)
를 활용해 위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

선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실시한다. 2012년 연말 기

준으로 총 22개소의 센터가 전국적으로 설립되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말까지 추가 설치하여 전

국적으로 총 190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5).
아울러 전국에 있는 센터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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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중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센

터) 설치 근거도 마련하여 준비 중에 있다. 중앙센

터가 설립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관리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생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서 신규로 설립되는 센터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처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현장 위생점검, 원장 및 

조리원 대상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므로 기존 센터들이 실시한 위생개선대책, 훈련주

제, 지원물품과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이때 중앙센터가 이러

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신규 센터가 자리잡는 시간

을 단축하게 되어 업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관리 

점검표를 활용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처음 

등록한 육아지원기관 급식소에 대한 위생평가를 실

시함으로써 향후 신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위생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위생개선대책과 조리원 집합교육에 활용할 주제, 센
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물품과 서식 목록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
월까지 창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인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부재

한 육아지원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145개소였다. 센터의 위생팀 영양사가 직접 연구대상 

급식소를 최초 방문하여 위생평가를 실시한 결과이

다. 센터 위생팀 영양사들은 센터장이 실시한 위생점

검 훈련을 일정기간 받은 후 위생평가에 투입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위생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어

린이 급식소 위생관리 점검표(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1)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위생관

리 점검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일반적 사항은 집단급식소 신고, 설립유형(국공립, 
민간), 1일 점심 급식인원, 1인당 평균급식비(식재료

비), 급식종사자수, 배식방법(식당, 교실, 병행)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점검 항목

위생관리 점검 항목은 개인위생 영역, 식재료공급 

및 식품저장 영역, 식품취급 영역, 배식 영역, 쓰레

기 처리 및 방충구서대책 영역, 시설ㆍ설비ㆍ기구관

리 영역, 기타 준수사항 영역의 7개 영역 총 40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점검 시 제시된 문항 내용을 충족

한 경우는 ‘적합’으로, 불충족한 경우는 ‘부적합’으
로 표시하였다.

(1) 개인위생: 위생복장 착용, 조리종사자의 건강

상태 확인과 조치, 건강진단 실시 및 기록 보관, 악
세서리 미착용, 올바른 손 세척 및 소독의 총 5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2) 식재료공급 및 식품저장: 품질관리기준에 적

합한 식품 구입, 검수 시 품질ㆍ온도ㆍ제조일자ㆍ유

통기한 확인 및 기록, 냉장ㆍ냉동고 내부 청소 및 

관리, 냉장ㆍ냉동고의 적정온도 확인, 조리ㆍ가공된 

식품의 제조일자 표시 및 유통기한 관리,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보관 및 사용 금지, 식품의 바닥에서 

30cm 이격 보관, 식품과 소모품의 보관장소 구분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식품취급: 조리식품의 맨손취급 금지, 바닥에

서 60cm 이상 높이에서의 식품취급, 식품 가열조리

온도기준 준수, 채소의 적합한 세척ㆍ소독, 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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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용기의 구분사용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배식: 배식음식의 적온 유지, 배식 시 위생장

갑 및 도구 사용, 올바른 보존식 관리, 청결한 세정

대 및 작업대 관리, 칼ㆍ도마ㆍ행주의 위생적 관리 

및 소독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 방충구서대책: 뚜껑 있는 페달식 쓰레기통 

사용 및 관리, 벌레나 쥐의 침입방지 조치, 급식시

설에 대한 소독 및 소독필증 비치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6) 시설ㆍ설비ㆍ기구관리: 사용 후 기구의 세척

ㆍ소독 실시, 손 세척 및 소독시설의 구비, 조리실

의 조명기준 준수, 전처리실과 세척실의 구분 및 교

차오염 방지 조치, 환기시설 설치, 시설설비ㆍ바닥

ㆍ천장 등의 파손된 곳이 없을 것, 온ㆍ습도관리를 

위한 시설 설치,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내수ㆍ내구

성 재질 시공, 식품접촉표면의 내수성 및 소독ㆍ살

균 가능 재질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7) 기타 준수사항: 외부인의 출입통제, 상수도 

사용 및 지하수 사용 시의 소독 살균, 출입ㆍ검사기

록부의 보관, 위생관리책임자의 위생교육 수료, 조

리사에 의한 급식관리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통계분석

위생점검표 결과를 SPSS 21.0(Statistical Pakage, 
SPSS Inc. USA)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Park & 
Choi 2008). 적합하게 평가된 위생관리 점검 항목을 

1점으로 하여 총 40만점으로 조사 대상 급식소의 

위생평가점수를 집계한 다음, 각 영역별 평균과 전

체 평균을 구하였다. 또한 위생평가점수가 평균 이

상인 상위집단과 평균 이하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

였다. 위생관리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별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국공립과 민간

의 기관 유형별로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해 빈도

와 백분율을 계산하였고,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 영역별 평균과 전체

평균에 대해서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비교를 

t-test를 통해 실시하고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부적합률이 높은 항목 15가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대상 육아지원기관 급식소의 일반사항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인 총 145개소는 모두 영양사가 부재한 

집단급식소로 1일 점심 급식인원은 ‘50명 이상 79명 

미만’이 51.7%, ‘80명 이상 99명 미만’이 38.6%, ‘36
명 이상 49명 미만’이 9.7%로 조사되었다. 집단급식

소로 신고가 되었음에도 급식인원수 49인 미만의 

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신고 이후에 급식인원 변동이 

생긴 경우라 할 수 있다. 1인당 평균 급간식비는 식

재료비를 조사한 것으로 보건사업안내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에서 권장한 아동 1인당 급

간식비 최소 1,745원 이상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다. ‘1,745원 이상’인 급식소가 89.7%, ‘1,745원 미만’
인 급식소가 10.3%로 대부분의 급식소에서 최소 급

간식비 기준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급

식소 모두가 급식종사자를 고용하였고 그 수가 ‘1명’
인 경우가 73.1%, ‘2명’인 경우가 26.9%로 한 명의 

조리사가 급식을 감당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위생평가결과에 따라 분류된 하위집단

은 71개소로 49%를 차지하였고, 상위집단은 74개소

로 51%를 차지하였다. 상위집단은 국공립시설 급식

소(83.3%)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하위집단은 민간시

설 급식소(62.1%)로 더 많아서 유의적 차이(P＜0.001)
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역별 위생평가결과

적합하게 평가된 위생관리 점검 항목을 1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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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ull score)
Grouping by sanitary assessment

Total (n=145) t
Lower group (n=71) Higher group (n=74)

Personal hygiene (5) 1.73±1.181) 3.82±1.04 2.80±1.53 2.946***

Food material supply & Food storage (8) 1.81±1.43 5.15±1.56 3.52±2.24 0.250***

Food handling (5) 1.35±1.06 3.32±0.86 2.36±1.38 4.080***

Serving (5) 1.13±1.07 3.74±0.85 2.46±1.62 3.348***

Protection measures against insects and rats (3) 1.69±0.58 2.41±0.59 2.06±0.68 1.447***

Management of facilities/equipment/utensils (9) 3.23±1.76 6.61±1.28 4.95±2.28 11.537***

Additional compliance management (5) 2.97±0.72 3.55±0.81 3.27±0.82 19.085***

Average (40) 13.92±4.47 28.61±3.73 21.41±8.43 4.344***
1) Mean±SD
***P＜0.001 by t-test

Table 2. The scores of sanitary assessment by sanitary inspection checklist of KFDA.

Items National/Public (n=42) Private (n=103) Total (n=145) χ2

Notification of meal service facility Yes 42 (100.0) 103 (100.0) 145 (100.0) NS1)

No 0 (  0.0) 0 (  0.0) 0 (  0.0)

Number of meals per day (lunch) 50∼79 21 ( 50.0) 54 ( 52.4) 75 ( 51.7) NS

80∼99 17 ( 40.5) 39 ( 37.9) 56 ( 38.6)

36∼49 4 (  9.5) 10 (  9.7) 14 (  9.7)

Meal price of lunch and two snacks ≥ 1,745 won 38 ( 90.5) 92 ( 89.3) 130 ( 89.7) NS

＜1,745 won 4 (  9.5) 11 ( 10.7) 15 ( 10.3)

Number of foodervice workers 1 26 ( 61.9) 80 ( 77.7) 106 ( 73.1) NS

2 16 ( 38.1) 23 ( 22.3) 39 ( 26.9)

Grouping by sanitary assessment Lower group 7 ( 16.7) 64 ( 62.1) 71 ( 49.0) 24.683***

Higher group 35 ( 83.3) 39 ( 37.9) 74 ( 51.0)
1)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P＜0.001 by chi-square 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foodservices.     N (%)

조사대상 급식소의 위생평가점수(총 40점 만점)를 

집계하여 영역별 평균과 전체 평균을 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위생점검 합계 평균은 21.41점으로 조사되었

다.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아 상위집단으로 분류된 

74개 급식소의 위생점검 합계 평균은 28.61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아 하위집단으로 분류된 71개 급

식소의 평균은 13.92점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

에 유의적 차이(P＜0.001)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개인위생 영역합계(5점 만점) 평균은 2.80점, 식

재료공급 및 식품저장 영역합계(8점 만점) 평균은 

3.52점, 식품취급 영역합계(5점 만점) 평균은 2.36점, 
배식 영역합계(5점 만점) 평균은 2.46점, 방충구서대

책 영역합계(3점 만점)의 평균은 2.06점, 설비ㆍ기구

관리 영역합계(9점 만점)의 평균은 4.95점, 기타 준

수사항 영역합계(5점 만점) 평균은 3.27점이었다. 7개 
위생점검영역 모두에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유의적 차이(P＜0.001)가 존재하여 상위집단이 하위

집단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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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tems

Grouping by 
sanitary assessment Total

(n=145)Lower group
(n=71)

Higher group
(n=74)

Personal 
hygiene

Wear clean hygiene clothing (clothes, cap, and shoes) exclusive for kitchen*** 59 ( 83.1) 31 (41.9) 90 (62.1)

Take proper measures after checking health condition of workers*** 32 ( 45.1) 1 ( 1.4) 33 (22.8)

Perform medical check-up every year and keep the results for two years*** 40 ( 56.3) 9 (12.2) 49 (33.8)

Wear no accessories/nail polish*** 32 ( 45.1) 9 (12.2) 41 (28.3)

Perform proper hand washing and sanitizing to prevent from contamination from hands*** 69 ( 97.2) 37 (50.0) 106 (73.1)

Food 
material 
supply 
& Food 
storage

Purchase or supply proper foods according to food quality standards for child-care 
foodservice***

59 ( 83.1) 9 (12.2) 68 (46.9)

Check and record quality, temperature and manufacturing date/expiration date when 
receiving food materials*** 

69 ( 97.2) 40 (54.1) 109 (75.2)

Manage and clean inside of refrigerator/freezer 
(Keeping raw food and cooked food separately)***

49 ( 69.0) 25 (33.8) 74 (51.0)

Check temperature of refrigerator/freezer (refrigerating ≤5oC, freezing ≤–18oC)** 63 ( 88.7) 53 (71.6) 116 (80.0)

Mark and manage properly of production date/expiration date of cooked/processed food*** 62 ( 87.3) 36 (48.6) 98 (67.6)

Do not store expired food materials/cooked food for the purpose of cooking nor use 
them to cook foods*** 

27 ( 38.0) 7 ( 9.5) 34 (23.4)

Keep food materials at 30 cm above from the bottom in a food storage room*** 64 ( 90.1) 23 (31.1) 87 (60.0)

Store food and supplies separately in other places or containers in order to 
prevent mixing***

48 ( 67.6) 18 (24.3) 66 (45.5)

Food 
handling 

Do not handle cooked food with bare hands*** 46 ( 64.8) 17 (23.0) 63 (43.4)

Handle food at 60 cm above from the bottom to prevent contamination*** 26 ( 36.6) 3 ( 4.1) 29 (20.0)

Heat food with enough heat (over 74oC)*** 49 ( 69.0) 28 (37.8) 77 (53.1)

Wash and sanitize vegetables and fruits***  71 (100.0) 46 (62.2) 117 (80.7)

Use the cooking equipment (knives, cutting boards and rubber gloves) and utensils 
separately in order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67 ( 94.4) 30 (40.5) 97 (66.9)

Serving Maintain proper temperature during serving (cold food ≤10oC, hot food: above 57oC)*** 58 ( 81.7) 20 (27.0) 78 (53.8)

Use disposable gloves and hygiene serving tools during serving*** 49 ( 69.0) 5 ( 6.8) 54 (37.2)

Hold one portion size of every cooked food under –18oC for over 144 hours*** 65 ( 91.5) 32 (43.2) 97 (66.9)

Keep sink, cooking tables, working tables and drains clean*** 37 ( 52.1) 4 ( 5.4) 41 (28.3)

Manage and sanitize knives, cutting boards and dish towels*** 66 ( 93.0) 32 (43.2) 98 (67.6)

Table 3. Percentage of noncompliance for each food safety item in sanitary inspection checklist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N (%)

3. 항목별 위생평가결과 

어린이 급식소 위생점검표(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1)에 의한 항목별 평가결과를 Table 3
에 제시하였다.

1) 개인위생 영역

개인위생 영역의 5개 항목들 중 부적합률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올바른 손 씻기 및 

소독으로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하기’(73.1%)와 ‘주방전용 위생복장(위생복, 모자, 신

발)을 청결하게 착용하기’(62.1%)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기’(33.8%), ‘악세서리 착용이나 매니큐어를 사

용하지 않기’(28.3%),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 

후 적절한 조치하기’(22.8%) 항목의 부적합률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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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tems

Grouping by 
sanitary assessment Total

(n=145)Lower group
(n=71)

Higher group
(n=74)

Protection 
measures 
against 
insects and 
rats 

Manage dustbin hygienically with a lid and a pedal*** 63 (88.7) 40 (54.1) 103 (71.0)

Take proper control actions in order to prevent bugs and mice from breaking-in*** 24 (33.8) 3 ( 4.1) 27 (18.6)

Perform disinfection for foodservice facilities and keep disinfection certificate according 
to the LawNS1)

6 ( 8.5) 1 ( 1.4) 7 ( 4.8)

Management 
of facilities/
equipment/
utensils 

Clean and sanitize equipment after using*** 59 (83.1) 7 ( 9.5) 66 (45.5)

Hand-wash and sanitize equipment*** 68 (95.8) 57 (77.0) 125 (86.2)

Keep brightness of kitchen over 220 luxNS 23 (32.4) 21 (28.4) 44 (30.3)

Separate cooking room and pre-preparation room/cleaning room by walls/doors or 
otherwise, take proper actions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67 (94.4) 48 (64.9) 115 (79.3)

Have ventilation system installed to discharge steam or odor from the kitchen*** 43 (60.6) 10 (13.5) 53 (36.6)

Do not allow damages on facilities, equipment, floor, wall and ceiling*** 27 (38.0) 5 ( 6.8) 32 (22.1)

Install proper air ventilation system or heating and cooling facilities in order to 
manage temperature and humidity of kitchen***

30 (42.3) 10 (13.5) 40 (27.6)

Use kitchen facilities with water-proof and durable materials which are easy to clean 
and sanitize***

40 (56.3) 7 ( 9.5) 47 (32.4)

Use sanitary water-proof materials (stainless steel/aluminum/FRP, teflon and etc) at 
food contact surfaces for easier cleaning, sanitizing and sterilizing by boiling 
water/steam/sanitizer***

53 (74.6) 12 (16.2) 65 (44.8)

Additional 
compliance 
management

Control access of visitors except for cooks*** 65 (91.5) 41 (55.4) 106 (73.1)

Disinfect and sterilize water when using ground water instead of tap waterNS 6 ( 8.5) 3 ( 4.1) 9 ( 6.2)

Keep records of access and examination for two years from the final recording date** 65 (91.5) 54 (73.0) 119 (82.1)

Have owner/manager or food sanitation supervisor of the mass catering foodservice 
be trained with food sanitation trainingNS

3 ( 4.2) 0 ( 0.0) 3 ( 2.1)

Employ a cook to manage foodserviceNS 5 ( 7.0) 9 (12.2) 14 ( 9.7)
1)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P＜0.01, ***P＜0.001 by chi-square test

Table 3. Continued.     N (%) 

미만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하위집단의 

부적합률이 5개 항목 모두에서 상위집단에 비해 유

의적(P＜0.00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올바른 

손 씻기 및 소독으로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97.2%)와 ‘주방전용 위생복장(위생

복, 모자, 신발)을 청결하게 착용하기’(83.1%)의 하위

집단 부적합률이 높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2) 식재료공급 및 식품저장 영역

본 영역의 8개 항목들 중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

난 3개 항목은 ‘냉장ㆍ냉동고의 적정온도를 확인하

기(냉장: 5oC 이하, 냉동: –18oC 이하)’(80.0%), ‘식재

료 검수 시 품질과 온도,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기’(75.2%), ‘조리, 가공된 식품의 제

조일자 표시와 유통기한 관리를 제대로 하기’(67.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보관실 내 물품을 바닥에

서 30cm 이상 띄워서 보관하기’(60.0%)와 ‘냉장ㆍ냉

동고 내부의 청소 및 관리’(51.0%) 항목도 부적합률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하위

집단의 부적합률이 8개 항목 모두에서 상위집단에 

비해 유의적(P＜0.01 또는 P＜0.001)으로 높게 나타났

다. 하위집단에서 ‘식재료 검수 시 품질과 온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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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또는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기’(94.4%)와 

‘식품보관실 내 물품을 바닥에서 30cm 이상 띄워서 

보관하기’항목(90.1%)은 부적합률이 90%를 상회하여 

대다수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식품취급 영역

식품취급 영역의 5개 항목들 중 부적합률이 50% 
이상인 것은 다음과 같았다. ‘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기’의 부적합률이 80.7%로 가장 높

았고, ‘원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를 

구분하여 사용하기’(66.9%), ‘식품을 충분히 가열조

리(74oC 이상)하기’(53.1%)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하위집단의 부적합률이 5개 항목 모두

에서 상위집단에 비해 유의적(P＜0.001)으로 높게 나

타났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

하기’와 ‘원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는 하위집단에서 각각 100%와 

94.4%의 부적합률을 보여 거의 수행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되었다.

4) 배식 영역

배식 영역의 5개 항목들 중 ‘칼, 도마, 행주를 위

생적으로 관리ㆍ소독하기’(67.6%), ‘조리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oC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

관(보존식)하기’(66.9%), ‘배식 시 음식의 적온(찬 음

식 10oC 이하, 더운 음식 57oC 이상)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기’(53.8%) 순으로 부적합률이 높았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하위집단의 부적합률이 5개 항목 모

두에서 상위집단에 비해 유의적(P＜0.001)으로 높았

다. 특히 ‘칼, 도마, 행주를 위생적으로 관리ㆍ소독하

기’ 항목(93.0%)과 ‘조리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oC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보존식)하기’ 항목

(91.5%)의 하위집단 부적합률이 매우 높았다.

5) 방충구서대책 영역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기’ 항목의 부적합률이 71.0%로 제대로 준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나 쥐 등의 침입

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조치 및 관리하기’(18.6%) 항
목과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급식시

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

기’(4.8%) 항목의 부적합률은 다른 항목에 비해 매

우 낮아 잘 준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염

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기’ 항목은 집단 

간 비교에서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두 항목은 하위집단과 상위집단 간에 유의적 차이 

(P＜0.001)가 존재하였다. 

6) 시설ㆍ설비ㆍ기구관리 영역

시설ㆍ설비ㆍ기구관리 영역의 9개 항목들 중 50% 
이상의 부적합률을 보인 항목은 ‘손 세척 시설이나 

손 소독 시설을 구비하기’(86.2%)와 ‘조리실은 벽과 

문을 이용하여 전처리실 및 세척실과 구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

한 조치하기’(79.3%)로 조사되었다. 9개 항목 중 집

단 간 비교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은 

‘조리실의 조명은 220룩스 유지하기’뿐으로 다른 8개 
항목 모두 하위집단의 부적합률이 상위집단에 비해 

유의적(P＜0.001)으로 높았다. 하위집단에서 90% 이

상의 부적합률의 보인 ‘손 세척 시설이나 손 소독 

시설을 구비하기’와 ‘조리실은 벽과 문을 이용하여 

전처리실 및 세척실과 구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

우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하기’는 

상위집단에서도 77.0%와 64.9%의 부적합률을 보여 

전반적 개선이 요구되었다. 

7) 기타 준수사항 영역

기타 준수사항 영역의 5개 항목들 중 50% 이상

의 부적합률을 보인 항목은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를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기’(82.1%)와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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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ity Corrective measures Subjects of training Supplies Documents

1 Provide hand washing and sanitizing tools. Supply manuals on how 
to wash hands properly. Conduct an education about importance of 
hand disinfection. In case of a new foodservice, enforce to install 
hand washing station.

Personal hygiene 
training 

Hand washer
Hand sanitizer
 

2 Supply record form for access/inspection.  Record form of 
access & 
examination

3 Conduct education for cooks on standards in the selection of 
sanitizer for raw vegetables and proper methods to wash and 
sanitize raw vegetables. Support test paper for sanitation solution.

Washing/sanitizing 
of raw vegetables

Test paper
Sanitazer
Measuring equipment 

to produce 
sanitary solution

Monitoring logs for 
the density of 
sanitation solution

4 Provide a refrigerator and a freezer with installed thermometers and  
temperature record monitoring logs.  

Attached 
thermometers

Monitoring logs for 
temperature

5 Encourage separation of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and clean zone 
or conduct training for cooks on ways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by performing work separately by the hour.

Methods for 
preventing 
cross-contamination

6 Supply receiving logs and probe thermometers and conduct training 
for cooks on receiving procedure. 

A probe 
thermometer

Receiving log

7 Supply words/poster of guidance about controlling access of visitors. 
And encourage to prepare hygiene clothing set (gown, cap, and 
shoes) for visitors.

Clothing set for 
visitors

Words/poster

8 Provide dustbins with a lid and a pedal and enforce to wash 
dustbins right after use.

A dustbin that have 
lid and pedal

9 Provide labels for marking production date/expiration date of 
cooked/processed food. 

Marking labels

10 Conduct training for cooks on manuals for cleaning and sanitizing 
knives, cutting boards and dish towels.   

Cleaning/sanitizing 
of equipment  

11 Enforce to get utensils and labels for preserved food. Utensils for 
preserved food.

Labels

12 Conduct training for cooks on using cooking equipment (knives, 
cutting boards and rubber gloves) and utensils separately by colors. 
Enforce to get knives, cutting boards and rubber gloves.

Methods for 
preventing  
cross-contamination

13 Conduct training for cooks on hygiene personal clothing (clothes, 
cap, and shoes). Enforce to get personal clothing.

Personal hygiene Personal clothing set

14 Conduct training for cooks that cross-contamination can be prevented 
by keeping food materials at 30 cm above from the floor.

Methods for 
preventing  
cross-contamination

Table 4. Priority ranking of sanitary corrective measures of child-care foodservices.

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73.1%)
로 잘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항

목은 집단 간 비교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 두 

항목 모두 하위집단의 부적합률이 91.5%로 나타나 

거의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나머지 3개 

항목의 부적합률은 10% 이하로 매우 낮아 잘 준수

되고 있었으며, 집단 간 비교에서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육아지원기관 위생개선대책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 점검표의 40문항 중 전

체적으로 부적합율이 높았던 15개 항목에 대한 개

선대책 14개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중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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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해야 할 5가지 대책은 ‘손 세척ㆍ소독 시

설과 도구를 구비하고, 손 세척 매뉴얼에 따라 조리

원을 교육’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책은 ‘출입ㆍ검사

기록부 양식을 제공하기’였고, 다음으로는 ‘생채소 

소독제 선택기준과 생채소 세척ㆍ소독방법에 관해 

조리원 교육 시행하기’, ‘냉장ㆍ냉동고의 부착용 온

도계 한 쌍과 온도 기록지 지원하기’, ‘전처리가 완

전히 끝난 후 시간차를 두고 조리작업과 배식작업

을 실시하고, 각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작업대와 싱

크대를 세척ㆍ소독하기’로 신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다면 개선향상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신규 등록한 급식소의 위생향상을 위한 조리

원 대상 집합교육에서 실시할 훈련 프로그램의 주제

로는 개인위생(손세척ㆍ소독, 위생복장), 생채소 세

척ㆍ소독, 교차오염 예방법, 기구 세척ㆍ소독을 들 

수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였을 

때 위생향상 효과가 클 물품으로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생채소용 소독제와 테스트 페이퍼, 냉장ㆍ

냉동고 부착용 온도계 한 쌍, 식품용 탐침 온도계, 
방문자용 위생복장 세트, 뚜껑 달린 페달 쓰레기통, 
보존식 용기, 개인위생복장 세트를 들 수 있다. 이

와 함께 방문자 출입검사기록지, 소독제 농도 기록

지, 냉장ㆍ냉동고 온도 기록지, 검수일지, 조리사 외 

출입금지 푯말이나 포스터, 유통기한표시 라벨, 보

존식 라벨 등을 지원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위생 개

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고 찰

하위집단에 속한 급식소와 상위집단에 속한 급식

소 간의 부적합률 비교에서 총 40개 항목 중 5개 

항목을 제외한 35개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존

재하여 하위집단 급식소에 대한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의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위집단의 경우는 국공립시설 급식소(83.3%)가 대

다수를 차지한 반면 하위집단은 민간시설 급식소

(62.1%)가 더 많아서(P＜0.001) 민간시설 급식소에 

대한 지원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생개선대책 수립 시에는 하위집단에서 높은 부적

합률을 보인 항목 대부분이 상위집단에서도 비교적 

부적합률이 높았기 때문에 위생개선대책은 전반적

인 부적합률이 높은 항목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급식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부

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시설ㆍ설비ㆍ

기구관리 영역 중의 ‘손 세척 시설이나 손 소독 시

설을 구비하기’(86.2%)였다. 손 세척 시설이나 손 소

독 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면 손 씻기나 소독

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위생 영역 

중 ‘올바른 손 씻기 및 소독으로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 항목(73.1%)과 함께 묶

어서 최우선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조리실에

는 손 세척 시설과 손 소독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야 하며, 조리 전에는 언제나 손을 올바른 세척절차

에 따라 씻어야 한다. 그러나 손 세척만으로 손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어

렵기 때문에 손 세척의 마지막에는 손 소독을 실시

할 것을 권장한다(Kwak 등 2014). 따라서 육아지원

기관 급식소에서는 조리원의 손 관리를 위한 다음

과 같은 위생기준을 교육하고 훈련을 통해 익숙해

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 손 세척과 소독이 필요한 경우를 알고 실천하게 

한다.
- 올바른 손 세척방법을 알고 준수하며, 손 세척 마

지막에 손 소독을 실시한다.
- 올바른 손 세척을 위한 설비(온수 손 세정대, 물비

누, 건조용 종이타월, 페달로 여는 뚜껑 달린 쓰레

기통, 손 소독제)를 갖춘다. 
- 손 세척ㆍ소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

기 위해 청결도 측정기를 활용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조리원 대부분이 올바른 손 씻

기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손 소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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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 2번째 위생대책은 ‘출입ㆍ검사 등 기록

부를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기’(부적합률 

82.1%)에 대한 것으로 ‘출입ㆍ검사 등의 기록부 양식

을 제공하기’이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출입ㆍ검사 기록

부를 비치하여 방문객이 이를 작성하게 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3b) 향후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에 필요

한 기초자료로 출입ㆍ검사 기록부가 사용되기 때문

이다(Kim 2013). 본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급식소들은 출입ㆍ검사 기록부 작성 양식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를 어린이급식관리지

원센터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기록부를 갖고 

있지만 2년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교육이 요구되었다.
우선순위 3번째 대책은 ‘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기’(부적합률 80.7%)에 대한 것으로 

‘생채소 소독제 선택기준과 생채소를 안전하게 세척ㆍ

소독하는 방법에 관해 조리원 교육 시행하기’이다. 
학교급식에 납품된 양파와 오이, 마늘의 미생물적 

품질분석결과, 양파 42.9%, 오이 57.1%, 마늘 57.1%
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생적

인 생채소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시 세

척 후 소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Kim & 
Moon 2014). 또한 생채소 소독과정이 적합하게 수행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소독의 효과가 충분히 발

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

해 테스트 페이퍼, 소독액 제조를 위한 계량도구, 
침지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타이머가 필요함을 제안

한 바 있다(Kim & Moon 2014). 따라서 중앙센터에

서는 각 지역의 신규센터들이 조리사 대상 생채소 

세척ㆍ소독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과 이를 위해 

적합한 소독제, 테스트 페이퍼, 계량도구 및 소독제 

농도 기록지를 담은 훈련도구 세트를 공급하도록 제

안해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 4번째 위생대책은 ‘냉장ㆍ냉동고의 적

정온도를 확인하기(냉장: 5oC 이하, 냉동: –18oC 이

하)’로 전체 80.0%의 부적합률을 보였다. 식품공전에 

제시된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는 1∼10oC이나 미국 

FDA 기준에 따라 5oC 이하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Kwak 등 2014). 육아지원기관 급식소가 항

목을 잘 준수하기 위해 중앙센터는 냉장ㆍ냉동고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착용 온도계 한 쌍과 온

도 기록지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등록 급식

소에 지원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적정 온도가 

기준에 의해 준수되지 않고 냉장ㆍ냉동고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저온성 세균에 속하는 여시니아 엔테

로콜리티카,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지니스 증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McSwane 
등 1998)는 것을 조리사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 5번째 위생대책은 ‘조리실은 벽과 문을 

이용하여 전처리실 및 세척실과 구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하기’(79.3%)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지원기관 

급식소의 조리실은 청결구역으로, 전처리실과 세척

실은 일반구역으로 지정하고 벽과 문으로 구획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하나 

현실상 급식소를 신축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사항

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Ministry of 
Education 2010)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처리가 

완전히 끝난 후 시간차를 두고 조리작업이 이루어

지고, 추후 배식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각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작업대와 싱크대를 세척ㆍ소독함으로

서 교차오염 우려를 덜도록 조리원 교육이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대책은 조리원 대상 교차오염 예

방 훈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선순위 6번째 위생대책은 ‘식재료 검수 시 품

질과 온도,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기

록하기’ 항목에 대한 것으로 ‘검수일지와 식품용 탐

침온도계를 지원하고 검수절차에 대해 조리원 교육 

실시하기’이다. 냉장식품의 검수온도는 10oC 이하로 

식품공전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냉동식품은 얼은 상

태를 유지하면 된다(Kwak 등 2014). 
나머지 위생대책들을 살펴보면 ‘방문자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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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위한 안내문이나 포스터를 제공하기 및 

외부인 방문 시 착용할 수 있는 위생복 세트를 구

비하기’, ‘뚜껑 있는 페달식 쓰레기통을 구비하기’, 
‘자체 제조식품이나 유통기한 관리를 위한 식품표시 

라벨 제공하기’, ‘보존식 용기를 구비하기’, ‘조리원

용 개인위생복장 구비하여 관리하기’ 등과 같이 물

품이나 문서가 육아지원기관 급식소에 구비되면 즉

시 위생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책이다. 특히 

물품들은 육아지원기관 급식소가 항상 구비해야 할 

것들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공동구매를 지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며, 문서들의 경우 공통

적인 양식을 중앙센터가 개발함으로써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육아지원기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순위 5번째 위생대책을 언급할 때 조리원 훈

련 프로그램 주제로 ‘교차오염예방’을 제시한 바 있

다. 교차오염이란 식재료, 기구, 용수 등에 오염되어 

있던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 기구, 조리종

사원과의 접촉 또는 작업과정에 혼입됨으로 인해 오

염되지 않아야 할 식품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차오염은 물건(식재료, 운반차량 등), 사람(조리종

사원, 관리자, 견학자 등), 환경(공기, 물, 배수, 시설, 
바닥) 등에 의해 발생한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칼, 도마, 각종 조리기구, 장갑 등을 구역별 

미생물 오염 수준이나 식재료 특성에 따라 구분 사

용하는 것은 물론, 소독고 등에 보관할 때에도 분리 

보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60cm 이상의 

작업대에서 식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바닥으로부터 

물이 튀기든지 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식

품 용기를 바닥에 두거나 앉아서 식품을 취급하는 

행위, 식품 용기끼리 덮개를 덮지 않고 포개는 행위, 
세정대 배수관을 배구수와 연결하지 않아 사용한 

물이 바닥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 자주 발생하는 

교차오염의 사례이다(Moon 2010). 12번째 대책인 

‘조리도구와 용기의 색깔 구분 사용’과 14번째 대책

인 ‘바닥에서 30cm 이상의 높이에 식품을 보관하기’
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차오염 예방법 훈련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대책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육아지원기관 급식소를 위생지도할 때 

효과가 클 수 있는 우선사항 위주로 수립한 것이다. 
Table 4에 포함되지 않은 점검항목 상당수가 식품위

생법과 유아교육법 등 각종 관련법에 명시된 경우

가 많아 시ㆍ도 위생과나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공적인 위생점검에서 육아지원기관 급식소가 제

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기관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센터는 원장과 조리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

고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처음 등록한 육아지원기관 집단급식소 145개소를 대

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관리점검표를 활용

하여 최초 평가한 결과를 모아서 분석하였으며, 전

반적인 부적합률이 높은 15개 항목에 대해 위생개

선대책을 수립하였다. 
1. 위생평가결과, 전반적인 부적합률이 높은 항목은 ‘손 

세척 시설이나 손 소독 시설을 구비하기’(86.2%),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를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기’(82.1%), ‘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세척

하고 소독하기’(80.7%), ‘냉장ㆍ냉동고의 적정온도

를 확인하기’(80.0%), ‘조리실은 벽과 문을 이용하

여 전처리실 및 세척실과 구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하

기’(79.3%). ‘식재료 검수 시 품질과 온도,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기’(75.2%), 
‘올바른 손 씻기 및 소독으로 손에 의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기’(73.1%), ‘조리하는 사

람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73.1%), ‘쓰
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으로 청결하게 관리

하기’(71.0%), ‘조리, 가공된 식품의 제조일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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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유통기한 관리를 제대로 하기’(67.6%), ‘칼, 
도마, 행주를 위생적으로 관리ㆍ소독하기’(67.6%), 
‘조리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oC 이하에

서 144시간 이상 보관(보존식)하기’(66.9%), ‘원료

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칼

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 기구 및 용기를 구분

하여 사용하기’(66.9%), ‘주방전용 위생복장(위생

복, 모자, 신발)을 청결하게 착용하기’(62.1%), ‘식
품보관실 내 물품을 바닥에서 30cm 이상 띄워서 

보관하기’(60.0%)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2. 조사대상 전체 급식소의 위생점검합계 평균은 

21.41점이었고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아 상위집

단으로 분류된 74개 급식소의 위생점검합계 평균

은 28.61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아 하위집단으

로 분류된 71개 급식소의 평균은 13.92점으로 집

단 간 유의적 차이(P＜0.001)가 존재하여 상위집

단이 하위집단에 비해 7개 영역 모두에서 부적합

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집단의 경우

는 국공립시설 급식소(83.3%)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하위집단은 민간시설 급식소(62.1%)가 많아 

(P＜0.001) 민간시설 급식소에 대한 지원이 더 요

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신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최우선으로 추

진해야 할 5가지 위생개선대책은 ‘손 세척ㆍ소독 

시설과 도구를 구비하고, 손 세척 매뉴얼에 따라 

조리원을 교육하기’, ‘출입ㆍ검사기록부 양식을 

제공하기’, ‘생채소 소독제 선택기준과 생채소 세

척ㆍ소독방법에 관해 조리원 교육 시행하기’, ‘냉
장ㆍ냉동고의 부착용 온도계 한 쌍과 온도 기록

지 지원하기’, ‘전처리가 완전히 끝난 후 시간차

를 두고 조리작업과 배식작업을 실시하고, 각 단

계로 넘어가기 전에 작업대와 싱크대를 세척ㆍ소

독하기’로 나타났다. 
4. 신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조리원 대상 

집합교육 시 실시할 훈련 프로그램의 주제로 개인

위생(손세척ㆍ소독, 위생복장 포함), 생채소 세척ㆍ

소독, 교차오염 예방법, 기구 세척ㆍ소독이 우선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육아지원기관 급식소에 구비하

도록 지원할 물품으로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생채소용 소독제와 테스트 페이퍼, 냉장ㆍ냉동고 

부착용 온도계 한 쌍, 식품용 탐침 온도계, 방문

자용 위생복장 세트, 뚜껑 달린 페달 쓰레기통, 
보존식 용기, 개인위생복장 세트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방문자 출입검사기록지, 소독제 농도 

기록지, 냉장ㆍ냉동고 온도 기록지, 검수일지, 조
리사 외 출입금지 푯말이나 포스터, 유통기한표

시 라벨, 보존식 라벨 등을 지원한다면 효과적인 

위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분기별로 실시한 위생

점검결과를 통계처리하여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구

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위생향상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

이다. 2014년까지는 한 급식소당 연 4회 시행되던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현장방문 위생점검이 2015년
부터 연 6회로 늘었다. 본 연구에서처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위생관리수준 차이가 큰 경우라면 한 

급식소당 6회의 현장방문이라는 기준을 센터가 무

조건 지키기보다는 상위집단 급식소의 점검횟수를 

줄여 하위집단 급식소를 더 자주 방문ㆍ지원함으로

서 위생관리수준 차이를 좁히는 유연한 운영도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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