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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tract the factors affecting the microbial safety of leaf and stem veg-

etables in the high school foodservice and to provide information for supplying the safe foodservice menu. The lunch

and dinner menu (1,945 data) of the total 6 high schools at the Central and the South Region in March, June, Septem-

ber, and December were collected. The frequency analysis and the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MCA) based on

the 3 factors (potentially hazardous food (PHF), leafy and stem vegetables in the menu, the cooking methods) were

conducted. The most frequent PHF was the menu of blanched vegetables, salads, seaweeds and fried chicken. The

most frequent consumed leaf and stem vegetables were spinach, chive, lettuce, Western cabbage, perilla leaf, iceberg

lettuce, chicory, leek and broccoli. MCA based on the leaf and stem vegetables, the region, and the cooking method

(cooked/non-cooked) showed that garlic stem and spinach were more used in the Central Region, while water drop-

wort were more used in the South Region. Iceberg lettuce, Bok choy and leek were included frequently in the PHF

menu. Plant products frequently used in PHF menu requires the food safety system such as 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to reduce the microbial risk. The menu database according to raw materials based on cooking methods (heating

or mixing) as well as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menu based on the microbial safety will be contributed to

provide the safer foodservice menu. 

Key words : Potentially hazardous foods, leaf and stem vegetables, high school foodservice

최근 과일과 채소에 의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국내·외

에서 보고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과일, 채소류는 가열처리

없이 섭취하기 때문에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을 경

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채소는 생산과

정에서 오염된 토양이나 관개수에 의해 식중독 원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퇴비나 가축의 분변에 의해 오염

될 수 있어 위생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소에서는 조리과정의 단축

및 편리성, 조리인력 절감효과를 위하여 전처리 농산물과

신선편이채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2). 그러나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그에 대한 미생물학적 수준 및 안전

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단체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농

산물의 미생물학적 수준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총균수 6

log CFU/g 이상인 경우가 양파보다는 부추가, 부추보다는

마늘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3). 무침류(생채, 숙채)의

경우, 시료 중 40%에서 총균수 5 log CFU/g 이상으로 보

고되어 미생물학적 관리가 필요한 메뉴 유형으로 지목되기

도 하였다3). 샐러드와 새싹채소에서 일반세균은 각각 6.7

log CFU/g, 8.0 log CFU/g, 대장균군은 각각 5.4 log CFU/g,

6.7 log CFU/g의 수준이었다. 특히 대장균의 경우 샐러드

의 26.7%에서 2.2 log CFU/g, 새싹채소 중 32%에서 2.4 log

CFU/g가 검출되기도 하였다4). 이와 비교하여 가열조리식

품 중 밥, 국, 찌개, 찜, 구이, 조림, 부침, 튀김, 국수에서

대부분인 95% 이상 샘플에서 대장균군은 2 log CFU/g 이

하3)로 나타나서 가열조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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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농산물에서의 미생물학적 수준 및 저감화 필요성이 보

고되면서 미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

한 연구로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연구 및 농산물 소독 후 저감

화 효과에 관한 연구5,6)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7)에 따르면 전체 409건 중 식

중독 감염원 확정이 27건, 추정이 49건으로, 불명으로 나

타나는 비율이 높아 학교급식에서는 영양(교)사가 식단 작

성 시 위험식품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8). 일반

적으로 잠재적 위해 식품(Potentially Hazardous Food, PHF)

이란 “육류 및 식육 가공제품, 해산물, 유제품, 절단된 과

일 및 야채와 같이 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주된 구성

성분이며 식품의 내적인 요소(Intrinsic factor)인 pH와 수

분활성도(Aw) 등이 미생물 성장에 적당하여 온도 및 시간

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8,9,10,11,12). 또한 학

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르면, 잠재적 위해 식품은 병

원성 미생물의 증식이나 독소 형성을 막기 위해 시간 또

는 온도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 pH 4.6 이상, Aw 0.85 이

상인 식품이 해당되며, 상온에서 쉽게 상하는 식품으로 정

의하고 있다13). 이에 해당하는 잠재적으로 위해한 식품(시

간 또는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생 혹은 익힌 동물

성 식품, 익힌 식물성 식품(숙채류), 병원성 미생물의 증

식과 독소형성을 억제하도록 조절되지 않은 새싹식품이나

자른 메론(산도가 낮은 과일류), 자른 엽채류, 자른 토마

토가 혼합된 채소, 채친 채소(오이채, 양배추채 등) 등이

예로 제시되었다10,11,12,13,14). 2016년도 개정된 학교급식 위

생관리 지침서에서는 PHF의 경우, Aw와 pH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하기 때문에 혼돈할 수 있는 식단의 사례가 있어

포괄적인 개념의 안전을 위해 시간·온도관리가 필요한 식

단(Time/Temperature Control for Safety Food, TCS Food)

으로 최근 용어를 변경하였다14).

따라서 PHF는 병원성 식중독균에 오염되고 미생물 증

식조건에 노출이 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리

가 매우 중요하다9). 또한 Park 등의 연구9)에서는 우리나

라에서 주요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는 채소류 및 신선편

의식품, 즉석섭취식품, 수산물 및 가공품, 육류 및 가공품,

기타 등 5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PHF 50 품목을 선정한

바 있다. 

학교급식에서는 PHF를 관리하기 위해 HACCP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CCP 1에서는 식단 구성 시 PHF 여부

를 확인한 후 57oC 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 PHF에 대해

서는 조리과정에서 살균과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과 위해도

가 높은 식품은 식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

해도가 높지만 배제할 수 없는 식품은 별도(CCP 2)의 공

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 가열조리 후 익히지

않은 식재료를 첨가하거나 뜨거운 음식과 찬 음식의 혼합,

생채소와 동물성 식품을 혼합하는 메뉴의 경우엔 CCP 2

의 공정관리 대상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조리공정 시

완료시간과 배식 시작 시간을 지정하고 확인한다13). 개정

된 학교급식 HACCP에서는 냉장(5oC 이하) 또는 열장(57oC

이상) 제공되지 않는 TCS Food이면서 생식재료 첨가, 식

은 음식과 뜨거운 음식 혼합, 생채소와 단백질류 혹은 전

분질류가 혼합되는 식단은 CCP 2의 공정관리 대상으로

개정 전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14). 이와 같이 학

교급식에서는 가능한 메뉴에 잠재적 위해 식품이 포함되

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급식 메뉴 선정에

있어 미생물학적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메뉴관리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PHF의 사용 빈도를 파악하고, 특히 단체급식에서 주

로 가열하지 않고 제공되는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갓,

꽃양배추, 미나리, 배추, 부추, 브로콜리, 상추, 샐러리, 시

금치, 양배추, 양상추 등15))의 조리방법을 분석하여 단체

급식에서의 안전한 식단이 되도록 미생물학적 관리가 필

요한 엽경채류를 파악하고 조리방법 제안에 활용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급식 메뉴 분석을 위한 대상 학교 선정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통계자료16)에 따르면, 전국에

서 중부 수도권 지역과 부산·경남 지역이 식중독 발생건

수 및 발생 환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중부 수도권 내륙 지역과 남부

영남 해안 지역을 선정하였다. 경기도 교육청 자료에 따

르면, 1일 2식 이상 급식하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식

중독이 초등학교의 5배 이상으로 보고된 바 있다17). 따라

서 학교급식 중 식중독 사고에 가장 취약한 ‘고등학교’ 중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정보 공개가 가장 잘 된 학교를 선

정하였다. 고등학교의 계절별 중·석식 식단 전체를 분석하

기 위하여 메뉴 유형을 1식 4찬과 1식 3찬으로 구분하였

다. 교육부의 나이스(NEIS) 홈페이지18)에서 중부와 남부지

역에서 각각 3개의 학교 (1식 4찬 1개교, 1식 3찬 2개교),

총 6개 고교를 선택하였다. 또한 계절의 차이여부를 파악

하기 위하여 3, 6, 9, 12월의 중식 및 석식 식단을 분석하

였다. 

급식 식단의 식재료 및 조리방법에서 미생물학적 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선정 

식단의 식재료 및 조리방법은 미생물학적 위험성에 영

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학교별 식단

에서 농산물 중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주반찬과 특식(비빔

밥, 볶음우동 등)을 분류하였다. 이후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재료 중 엽경채류가 포함된 식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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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메뉴를 중심으로 시기(월), 중/석식, 메뉴명, PHF 해

당 여부, 원재료, 세부재료, 식재료 가열여부, 식재료 혼합

여부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엽경채류 사용 빈도 및 조리방법 분석

급식 식단에서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농산물 중 사용빈

도가 높은 엽경채류를 선정하기 위하여 식단에서 엽경채

류의 사용 빈도, 조리방법에서 가열 및 다른 식재료 혼합

여부를 분석하였다. 단체급식소에서 생채소에 대한 미생

물학적 위험성을 저감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독이 의

무화되어 있으므로, 가열조리 및 다른 식재료 혼합 여부

를 안전한 조리방법의 주요 지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엽

경채류의 조리방법을 단순히 가열여부에 따라 가열(cooked,

C) 혹은 비가열(non-cooked, NC)로 분류하였다. 또한 조

리과정 중 가열, 비가열 식재료 혼합여부에 따라 가열·가열

혼합(cooked + cooked, CC), 비가열·비가열 혼합(non-cooked

+ non-cooked, NCNC), 비가열·가열 혼합(non-cooked +

cooked, NCC)으로 분류하였다. 

지역에 따른 엽경채류 사용빈도 분석 및 다중대응분석(MCA)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학교급식에 활용되는 엽경채

류의 품목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지역, 엽

경채류 품목 및 사용횟수, 가열여부 세 가지 변수에 대한

관계요인 및 정도를 분석하였다. Table 1의 자료를 이용해

XLstatTM 2015 (Addinsoft, Paris, France)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MCA)

을 실시하였다. 다중대응분석은 범주를 나타내는 변수가 셋

이상인 다원분할표의 대응분석기법이며, 자료의 행과 열에

나타나는 범주를 공간상에 나타내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

아보는 자료분석 기법이다. MCA를 통하여 범주간의 유

Table 1. The use of frequency and the number of PHF menu in leaf and stem vegetables in high school foodservice during 4 months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Rank

Central region South region

Type Use of frequency
The number of 

PHF menu
Type Use of frequency

The number of 

PHF menu

1 Spinach 43 23 Spinach 28 13

2 Garlic stem 16 10 Leek 25 25

3 Perilla leaf 15 6 Lettuce 23 15

4 Leek 14 14 Western cabbage 19 12

5 Lettuce 14 7 Water dropwort 14 7

6 Chicory 13 3 Iceberg lettuce 12 12

7 Western cabbage 13 2 Welsh onion 11 11

8 Broccoli 13 0 Winter grown cabbage 11 6

9 Iceberg lettuce 11 11 Perilla leaf 10 1

10 Welsh onion 10 10 Chicory 8 0

11 Winter grown cabbage 8 8 Broccoli 7 0

12 Korean pimpinella 7 6 Bok choy 6 6

13 Water dropwort 5 5 Young radish 5 3

14 Bok choy 5 3 Korean pimpinella 4 2

Fig. 1. The flow chart of this data analys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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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통상 2-D map 상에서 결

과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19,20). 본

연구에서는 지역, 다소비 엽경채류 및 사용횟수, PHF 여

부를 3개의 범주로 설정하고 범주간의 상관성을 MCA 방

법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엽경채류에 따라 지역적으로 활

용되는 품목의 차이점이 있는지, PHF에 해당하는 메뉴와

관련한 엽경채류는 어떤 품목이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였

다. Table 1은 중·남부지역 고등학교 메뉴 중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 순위에 대해 나타내었다. 이를 MCA 방법

을 통하여 항목 간의 상호 연관성 파악을 통해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을 도식화하고 전

체 분석을 위하여 추출된 data의 수는 Fig. 1과 같다.

Results and Discussion

고등학교 급식식단의 잠재적 위해 식품(Potentially

Hazardous Food: PHF) 및 식재료 분석

PHF와 관련된 연구결과9,10,11,12)를 토대로 중부 및 남부

지역 고등학교 급식 식단 1,945개를 분석한 결과, PHF에

해당하는 메뉴는 798개로 산출되었다. 중부·남부지역 고등

학교 급식메뉴에서 이들을 빈도 분석한 결과 전체 메뉴

중 PHF에 해당하는 메뉴는 41%로 나타났다. 중부지역 고

등학교 급식에서 PHF에 해당하는 메뉴는 샐러드, 데친 나

물류, 부추, 파채, 해조류, 쌈야채, 오징어/쭈꾸미/낙지/문어,

해파리, 맛살/어묵, 햄버거, 핫도그, 잡채, 볶음밥, 비빔밥,

햄/소시지/베이컨, 동그랑땡, 계란지단/찜, 제육볶음, 편육,

닭튀김, 닭꼬치, 묵류, 오징어채, 냉면류 등으로 나타났다.

남부지역 고등학교 급식에서 PHF에 해당하는 메뉴는 샐

러드, 새싹채소/무순, 데친 나물류, 부추, 파채, 해조류, 쌈

야채, 홍합, 오징어/쭈꾸미/낙지/문어, 해파리, 날치알, 맛살

/어묵, 주먹밥/유부초밥, 잡채, 볶음밥, 비빔밥, 햄/소시지/

베이컨, 동그랑땡, 계란지단/찜, 제육볶음, 편육, 족발, 닭

튀김, 닭꼬치, 묵류 등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중부·남

부지역 모두 12월보다 3, 6, 9월에 PHF에 해당하는 메뉴

의 수가 많았고, 중부지역은 3월(119건), 9월(116건), 6월

(107건), 12월(27건) 순이었고 남부지역은 6월(106건), 3월

(102건), 9월(100건), 12월(73건) 순으로 사용비중이 높았

다. 이는 12월에는 방학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급식 일수

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석식 식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945개의

메뉴 중 798개 PHF 메뉴 중 중식에서는 426건, 석식에는

372건이 포함되었다. PHF에 해당하는 798개 식단에서 가

열여부와 혼합여부의 조합을 살펴본 결과 가열 공정이 있

는 메뉴(cooked, C)는 449건, 비가열 메뉴(non-cooked. NC)

는 85건으로 나타났다. 조리 이후 혼합된 메뉴에서는 가

열된 식재료와 가열된 식재료를 혼합한 메뉴(cooked +

cooked, CC)는 105건, 비가열 식재료와 비가열 식재료를

혼합한 메뉴(non-cooked + non-cooked, NCNC)는 81건, 비

가열 식재료와 가열 식재료를 혼합한 메뉴(non-cooked +

cooked, NCC)는 78건으로 나타났다(Fig. 2). 혼합 메뉴 유

형은 PHF 메뉴 중 33.1% 수준으로 나타나 조리 과정 중

혼합된 메뉴 유형에서 ‘배식시간 준수’와 같은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PHF에 해당하는 메뉴 중 상위 3순위를 분석한 결과 중

부 지역에서는 데친 나물류, 샐러드, 닭튀김이 주로 많이

활용되었고, 남부 지역에서는 데친 나물류, 샐러드, 해조

류가 많이 활용되었다. 이 중 데친 나물류의 종류로는 중

부·남부 지역 모두 콩나물, 시금치, 숙주가 가장 많이 사

용하는 식재료로 나타났고, 마늘쫑, 미나리, 참나물, 청경채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햄버거, 핫도그 메뉴는 중부

지역에서, 새싹채소/무순, 홍합, 날치알, 족발 메뉴는 남부

지역에서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Lee 등의 연구8)에 따르면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식재

료 중 채소류, 어류, 육류, 가금류, 콩발아식품, 난류, 두부

류를 잠재적 위해 식품으로 간주하였고, 이들의 연평균 사

용빈도를 분석한 결과 ‘채소류’가 37.5%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으며, ‘숙채’, ‘생채’, ‘샐러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의 PHF에 해당하는

상위 3순위 메뉴 중 데친 나물류, 샐러드류가 포함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Lee 등의 연구8)에서 식단을

세 가지(가열, 비가열, 가열 후 혼합과정)조리공정으로 분

류한 후 빈도 분석한 결과 가열 메뉴가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798건의 PHF 메

뉴 중 가열공정이 있는 메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Fig. 2).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 순위 및 잠재적 위험 조리방법 분석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 분석을 위해 1,945개의 고등

학교 급식 식단자료 중 사용빈도가 높은 14종의 엽경채류

C : cooked

NC : non-cooked

CC : cooked + cooked

NCNC : non-cooked + non-cooked

NCC : non-cooked + cooked 

Fig. 2. Frequency of cooking method of 798 PHF menu in the 6

high school foodservice during 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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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개 메뉴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중부지역과 남부

지역에서의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 종류는 Table 1과

같다. 

중부지역 고등학교 급식식단 중 시금치, 마늘쫑, 깻잎,

부추, 상추, 치커리, 양배추, 브로콜리 등이 사용빈도가 높

은 엽경채류 순서로 나타났다(Table 1). 이들 중 부추, 상

추, 치커리, 양배추, 상추는 단순 비가열 식단이 많아 식재

료로부터 유입되는 미생물 수준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부지역 고등학교 급식식단의 경우 시금치, 부추, 상추,

양배추, 미나리, 양상추, 파, 단배추 등이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 순위로 나타났다(Table 1). 남부지역도 중부지역

과 마찬가지로 부추, 상추, 양배추, 양상추, 치커리가 대부

분 단순 비가열 혹은 비가열 식재료와 비가열 식재료의

혼합 식단으로 이루어져 원재료로부터 최종단계에 이를

때까지 미생물 유입이 높은 식재료에 해당된다. 중·남부지

역 고등학교 급식식단을 종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장 사

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는 시금치, 부추, 상추, 양배추, 깻

잎, 양상추, 치커리, 파, 브로콜리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농림부 연구보고서21)에 따르면 학교급식에서 사용빈도

가 높은 채소류 26종 중 파가 ‘매일’ 사용하는 비율이

87.8%로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고, 시금치, 배추, 양배추,

부추 또한 ‘주 1회’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추, 양배추, 부추는 ‘매일’, ‘주 2~3회’ 및 ‘주 1회’ 사용

하는 비율이 모두 높은 편에 속했고, 상추, 깻잎, 미나리도

‘주 1회’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나 실

제 학교급식에서 엽경채류의 사용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남부지역 고등학교 급식식단을 조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가열조리에 비해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조리방법은

비가열 식재료와 가열 식재료를 혼합, 비가열 식재료와 비

가열 식재료의 혼합, 단순 비가열 순으로 나타났다. Lee

등의 연구8)에 따르면, 가열 후 혼합과정이 있는 메뉴를 잠

재적 위험 식단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가

열 후 혼합과정 및 비가열 혼합과정이 있는 메뉴를 잠재

적 위험 식단으로 간주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Table 2는 사용빈도별 엽경채류를 순위화하고, 엽경채류

별 조리방법에서 가열여부와 식재료 혼합여부에 따른 차

이를 파악하였다. 단순 비가열 조리방법에 사용된 엽경채

류로는 상추, 양배추, 양상추, 부추 등이 높은 비중을 차

지했다. 비가열 식재료와 비가열 식재료를 혼합한 조리방

법은 다양한 야채를 혼합하는 부추, 치커리, 양상추 등이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가열 식

재료와 가열 식재료를 혼합한 조리방법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 부추, 양상추 등이 해당되었다. 특히 농

수산물을 혼합한 잡채(예: 콩나물어묵잡채), 샐러드(예: 꽃

맛살메추리알샐러드), 숙회(예: 오징어브로콜리숙회)같은

농축수산물의 재료 혼합, 특히 가열한 식재료와 비가열한

식재료를 혼합한 조리방법을 이용한 식단을 작성하고 조

리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엽경채류 중에서도 세 가지 조리방법(CC, NCNC, NCC)

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식재료는 조리방법 선정 시 안전

한 조리방법이 되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ark

등의 연구5)에 따르면 부추를 재배단계와 수확단계로 구분

하여 미생물 오염도를 확인한 결과, 일반세균이 4.6-5.1 log

CFU/g, 대장균군이 4.8-5.0 log CFU/g 수준으로 검출되었

고, 재배단계보다 수확단계에서 교차오염 확률이 높아 미

생물 오염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추처럼

재배과정에서 퇴비가 혼합된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작물은

토양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적은 토마토, 고추 등에 비해 재

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교차오염에 취약하여 미생물 관

리가 필요한 엽경채류로 사료된다.

다중대응분석(MCA)을 이용한 지역에 따른 급식에서의 엽

경채류 사용빈도 분석 결과

XLStat를 이용한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MCA)을 실시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각 도형

은 변수를 나타내고, 변수와 분석대상의 거리가 가까울수

록 상호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성

(inertia) 누적비율은 75.9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로서, 결과는 70% 이상으

로 나타나 설명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오른쪽 상단 중부지역의 경우 시금치와 마

늘쫑 등이 자주 사용되는 엽경채류에 해당되었고, 왼쪽 하

단 남부지역의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로 미나리, 상추,

부추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로 급식에서 많이 사용

하는 엽경채류에 큰 차이는 없으나 이들 몇 가지 품목에

Table 2. The variety of cooking method by using leaf and stem

vegetables in high school foodservice

Rank Type

Number of Cooking method

Heating Mixing

C NC CC NCNC NCC

1 Spinach 33 38

2 Leek 9 10 18 2

3 Lettuce 36 1

4 Western cabbage 14 15 3

5 Perilla leaf 19 6

6 Iceberg lettuce 14 8 1

7 Chicory 7 14

8 Welsh onion 1 3 17

9 Broccoli 15 5

10 Water dropwort 4 2 13

C : cooked

NC : non-cooked

CC : cooked + cooked

NCNC : non-cooked + non-cooked

NCC : non-cooked + c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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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왼쪽 상단 2D-map 상에서 잠재적 위해 식품 및 식재료

를 나타내는 ‘PHF’와 가까운 지점의 엽경채류는 양상추,

청경채, 참나물, 파로 나타났다. 이는 양상추의 경우 대부

분 비가열 조리방법을 이용한 ‘샐러드’로 이용되기 때문

에 PHF 쪽에 위치하였는데 이처럼 가열 조리법을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농산물은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GAP

인증 제도와 같이 생산부터 미생물학적 오염원 차단 등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PHF 메뉴에 많이 활

용되는 농산물의 경우는 농산물의 GAP 인증제도를 우선

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나물과 청경채는 ‘데친 나

물류’에 활용이 많이 되었으며 파는 “파닭”처럼 ‘파채’와

‘튀김닭’이 혼합되어 메뉴에 활용되었다. 반면 오른쪽 하

단 ‘Non-PHF’ 부근에 브로콜리, 깻잎, 양배추가 위치해 있

는데 본 메뉴 분석프로그램 분석 결과 다른 엽경채류에 비

해서 상대적으로 가열조리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품목이

많았다. 치커리는 ‘생채’라는 메뉴명이 많아서 Non-PHF에

가깝게 분류되었다. 그러나 샐러드와 생채의 경우 사용되

는 농산물 원재료는 동일하고, 조리 시 첨가되는 소스류

혹은 양념류에 따라서 메뉴의 유형이 구분되기도 한다. 따

라서 PHF 여부 외에도 가열 혹은 비가열, 그리고 이들 재

료의 혼합(CC, NCNC, NCC) 같은 기준이 조리메뉴의 미

생물학적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향후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학교급식에서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인

자는 다양하다. 중·고등학생은 학교급식에 대한 개선사항

에서 식단의 다양성, 식단 작성 시 학생의 의견반영 등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22), 외식의 증가와 더불어 청소년의 육

류 선호도가 높았으며23), 신메뉴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

고 있다. 때문에 영양(교)사들은 식단작성에 있어서 안전

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지만 ‘다양성’ 때문에 잠재적 위해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식단에 반영할 수 밖에 없

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또한 잠재적 위해 식

품은 HACCP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체크 기준의 애매

함’과 ‘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안전성이 확보에 어려움으로

나타났다8). 영양(교)사가 바라는 정보 제공 측면에서 위험

식품군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이들 정보는 메뉴

편성 및 조리방법 변경 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

다8). 따라서 안전한 식재료 선택과 대체 가능한 식품군의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 위험이 낮은 조리방법의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4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서 ‘잠재적 위해 식

품’이 ‘안전을 위해 시간·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TCS

Food)’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정의인 “pH 4.6 이상, Aw

0.85 이상인 식품이 해당되며, 상온에서 쉽게 상하는 식품”

대신 “식품의 수분활성도(Aw)와 pH의 상관관계에 의해 식

품평가가 필요한 식품”14)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

는 TCS Food의 예시로 ‘Aw 0.88-0.90이면서 pH 5.0 이상’,

Fig. 3. 2-D Map plot based on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MCA) of the leafy and stem, the region, and PHF/Non-PHF. The rela-

tive position of the region in the map represents PHF or Non-PHF (diamonds), The Central or the South Region (triangles), and the major

Leaf and Stem vegetables (squ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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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 0.90-0.92이면서 pH 4.6 이상’, ‘Aw 0.92 이상이면서

pH 4.2 이상’인 식품은 시간·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여

부 판단을 위해 제품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14). 실

제 급식 현장에서 영양사가 PHF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서는 최종 제품에 대한 pH와 Aw 등 미생물 성장 인자를

고려하고 조리의 순서 등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농산물 중 엽경채류 활용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메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위해도

순위에 따른 농산물 사용 및 잠재적 위험이 낮은 조리방

법을 이용하여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식단 제

공 및 메뉴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

로는 교육부의 나이스(NEIS) 홈페이지18)메뉴명으로부터 단

체급식에 활용되는 일반적인 조리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

기 때문에 단체급식소별 조리방법의 차이는 반영되지 못

하였다. 또한 기존에 없던 신메뉴의 경우 메뉴 정보를 제

공하는 사이트24,25,26)의 정보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개별 단

체급식소 현장의 식재료, 조리순서, 조리 후 혼합여부에서

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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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별, 학교별, 계절별 고등학교 급식 식단

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관련 주요 영향 인자를 도출하고자

식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안전관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급식식단 중 PHF(Potentially Hazardous Food) 해당여부,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 식단 조리방법에 관하여 빈도

분석과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MCA)을 실시하였다.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각각 3개 고

교, 총 6개 고등학교의 3, 6, 9, 12월 제공된 총 1,945개

식단의 빈도분석 결과, PHF에 해당하는 식단은 데친 나

물류, 샐러드, 해조류, 닭튀김 등이 사용빈도가 높았다. 

조리방법은 가열 여부에 따라 단순 가열, 단순 비가열,

혼합 여부에 따라 가열한 식재료와 가열한 식재료의 혼합,

비가열한 식재료와 비가열한 식재료의 혼합, 가열한 식재

료와 비가열한 식재료의 혼합으로 구분하였는데, PHF 제

품 내 단순 비가열과 가열한 식재료와 비가열한 식재료의

혼합과 같은 메뉴 유형도 33.1%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는 시금치, 부추, 상추, 양배

추, 깻잎, 양상추, 치커리, 파, 브로콜리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식단 중 사용빈도가 높은 엽경채류 14종 370개의 데

이터에 대한 MCA 결과 PHF에 해당하는 엽경채류에는 양

상추, 청경채가, Non-PHF에 해당하는 엽경채류에는 브로

콜리, 양배추, 치커리, 깻잎이 주로 사용되었다. 지역별로

는 중부지역에서는 마늘쫑과 시금치가, 남부지역에는 미

나리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단체급식에서 농산물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오염원 차단(GAP 인증), 저감 및

세척 공정 개발, 식재료별 조리방법에 따른 메뉴 데이터

베이스화,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조리방법을 활

용한 식단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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