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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examined evaluated the sanitation management state of the high school foodservice operations, as 

measured by temperature, humidity and airborne bacteria concentration in functional areas and further identi-

fied their relationships. Data were collected from 26 high school foodservices in Gyeonggi Province.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the SPSS program using descriptive analysis and spearman's correlation. The 

sanitation management performances in high school foodservice scored 86.85 out of 100 points and showed 

higher scores in the dimensions of preparation and storing management (17.85/20 points), operation manage-

ment (17.78/20 points), and cooking utensil management (17.62/20 points), while the dimensions of cross con-

tamination management as well as personal hygiene management needed action plans for prompt improvement. 

The airborne bacteria concentration was highest in the dining area (179.2 CFU/plate), and requiring action 

plans for improvement. The relative humidity in functional areas ranged from 66.5% in the receiving area to 

74.4% (dish-washing area) and the temperature of the preparation area showed an average of 25.1
o

C with the 

highest of 35.4
o

C in the dish-washing area. In terms of the relationships among airborne bacteria, temperature, 

and humidity, the concentration of airborne bacteria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nd temperature in the 

dish-washing area (r= –0.693, P＜0.05), and no other significances were shown in the other areas. 

Key words : high school foodservice, hygiene and safety management, airborne bacteria, indoor temperature 

and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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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에 근거

하여 실시된 이후, 30여 년간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8년에 초등학교 100% 

급식이 이루어졌고, 2003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면급식이 실시되고 있다(Kwak 등 2016). 2015년 2월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전체 11,698개교에

서 1일 평균 614만 명에게 급식하고 있다. 운영형태

는 직영급식 11,456개교(97.9%), 위탁급식 242개교

(2.1%)이며, 학교당 1일 평균 급식인원수는 525명이

다(The Ministry of Education 2017). 

그러나 최근에 1일 2식 이상을 급식하는 고등학

교에서 업무과중에 의한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2016년에 발생

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의 31건 중 24건(77%)이 고

등학교에서 발생하였다(Kang 2017). 고등학교 식중

독 사고의 대부분이 1일 2∼3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서 발생하였고, 그 원인으로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충분한 세척과 소독시간 부족이 지적되었다. 고등학

생의 식사량은 초등학생, 중학생보다 많아서 조리종

사원이 준비해야 할 급식 생산량이 많고, 점심식사 

제공 후 바로 저녁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구조여서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의 업무 부담이 크다. 따라

서 2식 이상 급식하는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에 비해 조리종사원의 급식 이탈이 심하고, 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

할 때 고등학교 급식소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더욱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급식 연구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정하고 

있고, 특히 2012년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Kim 

2017) 이전에 위생점검 결과를 분석한 연구(Kim 등 

2007; Kim 등 2009; Yoon 등 2009; An & Kim 2013)

들이 대부분이므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이후 고

등학교 급식의 위생관리 수행도를 정확히 진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환경위생이다. 공기 중의 미생물은 조

리과정, 배식과정에 음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Smets 등 2016). 공중부유균에는 Staphy-

lococcus, Alcaligens, Clostridium, Corynebacterium, Mi-

crococcus, Mycobacterium, Pseudomonas, Salmonella가 

분포한다. 공기 중에는 그람양성균도 있지만, 일부 

세균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그람음성균이었다(Zhu 등 

2003). 에어컨이 가동되는 식당은 습도가 높아서 곰

팡이가 쉽게 검출된다. 흔히 검출되는 곰팡이는 

Aspergillus, Bipolaris, Cladosporium, penicillium, Rhizopus, 

Trichoderma 등이다(Meklin 등 2002). 특히 점유율

(occupancy level: 일정시간 동안 1평방미터당 사람의 

수)이 높은 곳에서는 세균이 많이 검출되고, 상대습

도가 높은 곳에서는 곰팡이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

된다는 보고가 있다(Rajasekar & Balasubramanian 2011). 

한편 실내 공기에 분포하는 미생물의 종류와 분포

는 온도와 습도를 포함하는 날씨, 하루 중 시간, 계

절에 따라 달라진다(Smets 등 2016). 학교급식소의 

경우 건조식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구

석진 곳에 배치되어 보관 식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저장창고의 온도 및 습도와 

공중부유균 수준의 관계를 살펴보고 모니터링의 필

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없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학

생의 점유율이 높은 고등학교 식당에 공중부유균의 

수준과 온도, 습도 간의 관계를 측정한 연구도 진행

된 바 없다.  

국내에서 수행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대부

분의 연구들은 위생관리 수행도(Bae 등 2008; Yoon 

등 2009; Sung 등 2013; Min 등 2015)와 위생지식과 

수행도 간의 관련성(An & Kim 2013)을 분석해왔다. 

최근에 대학급식소를 대상으로 공중부유균의 농도

를 평가한 연구를 수행한 바(Park & Moon 2017) 있

으나, 위생전문가가 고등학교 급식소를 직접 방문하

여 위생ㆍ안전관리 상태를 진단하고 작업구역별로 

세분하여 공기의 질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

히 위생ㆍ안전관리 현황과 작업구역별 공기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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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습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급식소의 위

생ㆍ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일부 작업구역별 온

도, 습도, 공중부유균의 농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환경위생과 위생ㆍ안전관리 수행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기도의 일부 고등학교 26개소를 대

상으로 2014년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26개교 

직영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업계와 학계 경

력을 포함하여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학계 전문

가가 직접 고등학교 급식소를 방문하여 식중독 예

방을 위한 위생ㆍ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공중부

유균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2.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 평가 도구 

위생ㆍ안전관리 평가표는 학교급식의 위생실천 

지침에 근거하여 교육청 위생관리 담당관, 위생관련 

전문가의 협조 하에 완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고등

학교 위생ㆍ안전관리를 진단하였다. 평가표는 5개 

영역 총 20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항목수는 

개인위생관리 4항목, 조리도구관리 4항목, 교차오염

관리 4항목, 조리 및 보관관리 4항목, 운영사항 4항

목의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는 학계 전문

가가 오전 9시부터 13시 30분까지 급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고, 평가척도는 미흡 1점, 보통 3

점, 우수 5점으로 평가하여 최대 100점 만점으로 평

가하였다. 그 외에 학교급식 일반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반사항은 운영형태, 급식인원

(조식, 중식, 석식), 교실 및 식당 배식 여부의 3항목

으로 구성하고, 영양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요청하

였다.

3. 급식 용품, 기구, 기기의 ATP 측정

급식에 사용되는 용품의 오염정도를 파악하기 위

하여 고무장갑, 앞치마, 조리도구(밧드), 식판, 냉장

고 손잡이, 소독고 등을 대상으로 휴대용 ATP 측정

기(Adenosine Tri-Phosphate, TBD1000, Teltron, 대전, 

대한민국)로 오염정도를 측정하였다. 위 용품과 조

리도구, 식판은 작업자가 식품을 취급하는 과정에 

교차오염을 유발하는 용품이나 식품접촉표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되었다.

4. 작업구역별 공중부유균 측정을 통한 공기 질 평가 

협조가 가능한 고등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공기

의 질을 평가하였다. 샘플링은 위생ㆍ안전점검이 진

행되는 동안 작업공정에 맞춰 전처리구역, 조리구역, 

건조식품창고, 식당, 식기세척구역 순으로 순차적으

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공기 샘플은 점심식사가 

진행되는 시점에는 식당에서, 식기세척이 진행되는 

시점에는 식기세척구역에서 수집하였다. 공중낙하균

은 정해진 장소(전처리구역, 조리구역, 건조식품창고, 

식당, 식기세척구역)에서 에어샘플러(Air IDEAL
Ⓡ

 3P
TM

 

Traceability, 비오메리으코리아, 서울, 대한민국)를 이

용하여 5분 동안 공기를 포집하였다. 에어샘플링 장

소에 따라서 공기의 질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식당

은 학생들이 식사하는 위치의 바닥에서 1 m 높이에

서, 나머지 작업구역은 조리종사원이 서서 작업하면

서 숨쉬는 높이인 1.5 m에서 공기를 포집하였다

(Rajasekar & Balasubramanian 2011). Plate에 멸균처

리한 Plate Count Agar(PCA)를 넣어 공중부유균을 

포집하였고, 공기를 포집한 plate는 35
o
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에 계수하였다. 

공기의 질과 실내의 상대습도와 온도 간의 관련

성을 파악하고자 작업구역별로 온도와 습도를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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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features of the foodservice establishments.

Variables Statistics

Operation types
1)

Self-operation 26 (100.0)

Contracted operation 0 ( 0.0)

Meal number per day
2)

Breakfast (n=1) 60±0 (range 60∼60)

Lunch (n=26) 1,167±303 (range 690∼2,159)

Dinner (n=26) 572±405 (range 35∼2,184)
1)

Number (%)
2)

Mean±standard deviation (range)

털 온습도계(A-390, 유인스, 서울, 대한민국)로 2회 

측정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5. 통계분석

자료분석은 SPSS Program version 21.0(IBM, NY, 

USA)을 이용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를 산출

하였고, 집단 간의 유의성 검증은 P＜0.05에서 산출

하였다. Spearman’s rank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여 

위생ㆍ안전점검 점수, 작업구역별 상대습도, 온도, 

공중부유균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 급식소의 일반사항

조사 학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26개 고등학교는 모두 직영급식으로 운영

되고 있었으며 25개교 모두 점심, 저녁 2식을 제공

하고 있었고, 1개교는 아침을 포함하여 3식을 제공

하고 있었다. 점심급식 규모는 690명에서 2,159명으

로 평균 1,167명이었다. 저녁급식 규모는 35명에서 

2,184명 범위로 편차가 컸고 평균 572명이었다.

2. 고등학교 급식소의 위생ㆍ안전관리 평가

총 26개 고등학교 급식소의 위생ㆍ안전관리 평가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위생ㆍ안전관리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86.85점(5점 만점 중 

평균 4.34점)을 보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Table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점수 분포는 58점에

서 98점 범위이며, 60점 미만 1개교(3.8%), 70점대 3

개교(11.5%), 80점대 11개교(42.3%), 90점대 11개교

(42.3%)로 집계되었다. 대부분의 학교(84.6%)에서 80

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영역별 위생ㆍ안전관리 점수는 교차오염관리가 

20점 만점 중 16.08점(평균 4.0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개인위생관리 17.55점(평균 4.39점), 

조리도구관리 17.62점(평균 4.41점), 운영사항 17.78점

(평균 4.45점), 조리 및 보관관리 17.85점(평균 4.46

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교차오염관리와 개인위생관

리에 우선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하였다. 

가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교차오염관리

에서 ‘작업구역을 일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용(3.62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청결작

업구역은 물리적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으나, 작업

공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전처리공간에서 육류 세척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조리인력 부족, 일반작업구역

과 청결작업구역 구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

하였다. ‘교차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위생과정 

확인’ 항목에서도 3.69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시

설ㆍ설비 못지않게 위생적인 작업공정에 관한 교육

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조리 전후로 식재료, 칼, 

도마, 앞치마, 고무장갑, 바구니, 밧드, 기구 등의 구

분 사용 또한 4.23점으로 전체 평균 4.34점에 미달함

을 보여 주었다. 다만 작업대, 세정대의 조리 전후 

구분 사용은 4.54점으로 양호하게 나타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구분 사용 교육을 칼, 도마, 앞치마, 고

무장갑 등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임을 알 수 있었다. 

개인위생관리에서는 손 세척 여부(3.85점)와 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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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ores of sanitation management performances by dimensions.  (N=26)

　Classification Mean±SD

Personal hygiene management

1. Checking health status of employees before work
1)

5.00±0.00 

2. Instituting status of hand-washing facility 4.62±0.80 

3. Verification of employee's proper hand-washing method 4.08±1.01 

4. Verification to whether employees wash their hands when and where they needed 3.85±1.15

Mean score 4.39±0.49

Sub-total score 17.55±1.98

Cooking equipment and utensil management

5. Verification to whether equipment or an utensil is disinfected and dried 3.85±1.40 

6. Separate storing between cleaned dishes and unwashed dishes 4.62±0.98 

7. Verifying whether tools and dishes are clean and stored in proper places 5.00±0.00 

8. UV or electric sterilizer and dish washer are working well and kept clean 4.15±1.28 

Mean score 4.41±0.72

Sub-total score 17.62±2.94

Cross-contamination management 

9. Differentiation of functional work areas 3.62±1.57 

10. Separate use of sinks and work tables before and after work 4.54±1.02 

11. Separate use of utensil before and after cooking 4.23±0.99 

12. Work process having a possibility to occur cross-contamination 3.69±1.25 

Mean score 4.02±0.78

Sub-total score 16.08±3.42

Preparation and storing management 

13. Verification whether foods are cooked at proper temperature and time. 4.54±0.85 

14. Verification whether raw ingredients (e.g. vegetables for salad, fruits, etc) without heating process are 

thoroughly washed and disinfected

4.23±1.14 

15. Proper management for hot-holding foods including cooked rice, soups 4.54±1.02 

16. Proper service for potentially hazardous foods items. 4.54±1.17 

Mean score 4.46±0.70

Sub-total score 17.85±2.99

General operation 

17. Placement of appropriate number of nutrition teachers or dietitians 4.08±1.41 

18. Placement of appropriate number of cooking employees 4.31±0.97 

19. Confirmation to whether the emergency work team is composited and knows well their tasks. 4.85±0.54 

20. Suitability of the menu composition 4.54±0.85 

Mean score 4.45±0.48

Sub-total score 17.78±1.99

Total score
2)

86.85±9.19 
1)

 Rating scales: room for improvement (1), average (3), excellence (5)
2)

 Total mean score by criteria is 4.34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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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cterial levels, humidity, temperature, and illumination in the indoor environment of high school foodservice establishments.

Environment 

quality

Functional areas

Aerobic bacteria levels (CFU/plate) Relative humidity (%) Indoor temperature (
o
C) Illumination (Lux)

Mean±SD (n=11) Range Mean±SD (n=23) Mean±SD (n=23) Mean±SD (n=6)

Pre-preparation area 54.1±22.7 17∼91 66.5±14.4 24.6±2.4 563.0±403.2

Preparation area 55.8±37.1 18∼133 69.1±13.6 25.1±2.1 721.3±282.7

Store room area 43.5±34.7 5∼102 67.7±11.6 24.2±2.4 376.8±251.0

Dining area 179.2±94.8 82∼343 71.4±8.8 24.2±2.8 786.7±602.5

Dish-washing area 62.9±43.5 17∼125 74.4±12.3 35.4±46.7 900.5±473.6

Table 3. The levels of ATP of kitchen equipment and utensils 
(unit: RLU)

1)
. (N=34)

Classification N Mean±SD Range

Rubber glove 8 117,095±324,925 383∼921,217

Electric sterilizer 2 205,025±289,877 51∼410,000

Work-apron in use 8 38,405±73,457 118∼212,204

Inside of vat 4 435±773 14∼1,594

Cooking dishes 6 1,582±1,500 143∼4,355

Refrigerator handle 6 6,985±7,944 143∼20,397
1)

 RLU: relative light unit

척방법 확인(4.08점)이 저조한 점수를 보여 손 세척 

횟수 늘이기, 올바른 손 세척방법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 후 손 세척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매일 

횟수를 기록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

하였다. 반면, 작업 전 조리종사원의 건강 확인은 

5.00점으로 모든 학교에서 철저히 시행되고 있어 감

염성 질환을 가진 조리종사원에 대한 관리와 경미

한 부상 등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 등의 사항은 안

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수세시설 적정 설치는 

4.62점으로 나타나 구획을 구분해 수세시설 설치와 

페달식 손잡이, 온수 공급, 물비누, 손톱 솔 등이 제

대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세척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방법에 관한 교육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선되어야 할 또 다른 영역은 조리도구관리로 

식기구 소독액 농도 준수 및 식판 등의 열탕소독 

후 온도 확인 등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85점). 자외선 또는 전기소독고, 식기세척

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

함을 보여 주었다(4.15점).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의 적정인력 배치, 식중

독 비상대책반 구성 및 적절한 식단 구성을 평가한 

운영사항은 전반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었다(4.45점). 

조리 및 보관관리에서는 생채소, 과일류를 규정된 

농도의 소독액에 침지하고 헹구는지에 대한 항목

(4.23점)만 다소 개선이 필요했고, 충분한 온도 및 

시간으로 가열해 적정온도로 2시간 이내 배식하는 

과정은 잘 준수되고 있었다.

3. 급식 용품, 기구 및 기기의 ATP 평가 

ATP 측정값은 샘플의 종류에 따라서 측정시점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ATP 

측정 결과 300 RLU(relative light unit) 이하의 기준 

이내의 샘플은 전체 34개 중에서 7 샘플(20.6%)에 

불과하였다. 평균값은 밧드(안쪽 면) 435 RLU, 식기 

및 식판 1,582 RLU, 냉장고 손잡이 6,985 RLU, 조리 

후 앞치마 38,405 RLU, 고무장갑 117,095 RLU, 소독

고 205,025 RLU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치마, 

고무장갑, 소독고의 위생적인 세척 및 소독관리가 

요구되었다.  

4. 작업구역별 온도, 습도 및 공중부유균 평가

전처리구역, 조리구역, 건조식품창고, 배식대와 인

접한 식당, 식기세척구역 등의 5구역에서 공중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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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pearman's correlation among sanitation management score, temperature, humidity and airborne bacteria.
1)

Variables Spearman's rho value

Sanitation management score Cooking utensil management 0.820***

Sanitation management score Cross contamination management 0.855**

Sanitation management score Preparation and storing management 0.805**

Airborne bacteria level in pre-preparation Sanitation management score 0.745*

Airborne bacteria level in dish-washing area Temperature of dish-washing area –0.693*
1)

 Presented variables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pearman’s rank correlation test

*P＜0.05, **P＜0.01,***P＜0.001

균 수준은 5∼343 CFU/plate로 나타났다(Table 4). 공

중부유균의 수준은 건조식품창고 43.5 CFU/plate, 전

처리구역 54.1 CFU/plate, 조리구역 55.8 CFU/plate, 

식기세척구역 62.9 CFU/plate, 식당 179.2 CFU/plate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급식을 받는 배식구역

에서 높은 공중부유균을 보였다. 

5개 작업구역의 상대습도는 66.5∼74.4% 범위였

고, 전처리구역(66.5%), 건조식품창고(67.7%), 조리구

역(69.1%), 식당(71.4%), 식기세척구역(74.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내 온도는 건조식품창고와 식당이 각 

24.2
o
C였고, 전처리구역(24.6

o
C), 조리구역(25.1

o
C), 식

기세척구역(35.4
o
C)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조

도는 건조식품창고가 376.8 Lux로 가장 낮았고, 식

기세척구역이 900.5 Lux로 가장 높았다. 전처리구역

은 563.0 Lux, 조리구역 721.3 Lux, 식당 786.7 Lux 

수준이었다. 

5. 위생ㆍ안전관리, 공중부유균, 작업구역별 온도 및 습도 

간의 상관관계 

학교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ㆍ안전관리 

평가 점수와 공기의 품질, 온도, 습도 간의 관계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위생ㆍ안전관리 총점은 5개 

영역 중 조리도구관리(r=0.820, P＜0.001), 교차오염관

리(r=0.855, P＜0.01), 조리 및 보관관리(r=0.805, P＜ 

0.01)의 점수에서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개인위생관리의 총점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위생ㆍ안전관리의 총점은 급식인원과 

음의 약한 상관관계(r= –0.32)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작업구역별 공중부유균의 수준과 위생ㆍ안전관리 

총점, 영역별 위생관리 점수 간에서는 전처리구역과 

위생ㆍ안전관리 총점(r=0.745, P＜0.05)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작업구

역별 공중부유균 오염 수준과 작업구역별 온도, 습

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처리구역, 조리

구역, 식당, 건조식품창고의 공중부유균 수준과 온도, 

습도 간의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식기세척구역의 공중부유균은 식기세척구역 온도와 

음의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 –0.693, P＜0.05).

고 찰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과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

서 보내고 학교급식소에서 하루 2끼 이상을 섭취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급식소의 식중독 예

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된다. 본 연구는 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

팅 사업의 일환으로 위생ㆍ안전관리 평가와 더불어 

일부 작업구역별 공중부유균의 농도, 온도, 습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급식소의 영역별 위생ㆍ안

전관리 평가 결과는 교차오염관리가 20점 만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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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점(평균 4.0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개인위생관리 17.55점(평균 4.39점), 조리도구관리 

17.62점(평균 4.41점), 운영사항 17.78점(평균 4.45점), 

조리 및 보관관리 17.85점(평균 4.46점) 순으로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교육부가 제시

한 학교급식 중점관리 대책(The Ministry of Educa-

tion 2015)에서 학교급식 위생의 문제점을 시설, 인

력 및 운영, 식재료 유통단계, 식재료 오염 순으로 

제시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 결과는 교차오

염 방지를 위한 일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이 물

리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고 수세시설의 적정 설치

가 이루어져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설

비 측면에서는 이미 진보가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

여 모든 작업위생과정을 확인하고 손 세척 방법을 

교육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위생ㆍ안전관리 평가 평균점수는 86.85점

으로 비교적 양호하였다. 그러나 교차오염관리는 작

업구역을 일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으로 구분하

여 사용(3.62점)과 교차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

위생관리(3.69점) 활동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2012

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방에 냉방

시설 설치, 작업효율이 높은 조리기기 설치, 청결작

업구역과 일반작업구역 구획화하여 효율적 위생관

리를 위한 기반이 조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선행연구(Chang 등 2009)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작업구역을 비오염구역, 오염구역으로 물리적으로 

구획화한 곳에서도 기능공간별로 구비해야 할 기기

들이 다른 기능공간의 부적절한 위치에 배치된 사

례들이 확인되어 교차오염관리를 철저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 또한 주방 내 작업공간 면적을 지나치게 

넓게 설계하여 조리종사원의 동선을 낭비하는 사례

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을 계획할 때 주방설비업체에 의존하기보다는 급식

시설 디자인 원리를 알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

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리 전후로 식재료, 칼, 도마, 앞치마, 고무장갑, 

바구니, 밧드, 기구 등의 구분 사용(4.23점)이 전체 

평균 4.34점에 못 미치는 본 연구 결과는 교차오염

의 위험이 높은 육류용 도마와 칼, 무침볼, 행주, 위

생장갑 등의 잘못된 취급 습관으로 Staphylococcus 

aureus가 관찰되었다는 연구(Kim 등 200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이들 기기 및 

용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고등학교가 2식

을 급식하고 있었고, 급식인력 부족으로 인해 작업 

및 조식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교

차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위생관리(3.69점) 활동

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

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리종사원의 적정인

력 배치가 필요하였고(Shin 등 2009; Yoon 등 2009), 

조리종사원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이

고 문제해결 중심의 체험형 교육이 필요하였다.  

손 세척 여부(3.85점) 및 열탕 소독, 약품 소독, 

자외선 소독 및 식판 소독관리, 식기구 소독액 농도

관리의 활동(3.85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으

로 나타나, 앞선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조리종사원 

대상의 형식적인 위생교육, HACCP 관련 교육 미흡, 

낮은 개인위생관리 수행이 여전히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Hong 등 2010; An & Kim 2013).

생채소, 과일류를 충분히 세척 소독한다는 항목이 

4.23점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었으며, 생채소 소

독은 시행하지만 소독기준을 준수한 경우는 35.7%

에 불과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Kim 

& Moon 2014)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용품과 

식품접촉 표면인 기구, 기기를 대상으로 미생물과 

같은 유기물질의 오염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ATP

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300 RLU(relative light unit) 

이하의 기준 범위에 속하는 샘플은 전체의 20.6%에 

불과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HACCP 

인증 기준은 99 이하 안전, 100∼199 이하 주의, 200 

이상 오염으로 판단(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5)한다면, 부적합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특히 조리 후 앞치마, 고무장갑, 소독고에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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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보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용품, 기구, 기

기의 세척과 소독에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냉동상태로 입고된 육류, 오징어, 

해산물 등을 조리할 때 비위생적인 냄새가 났던 사

례가 있어, 선행연구(Lee & Ryu 2007; Shin 등 2008; 

Kim & Lee 2011)에서 지적되었던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차량 관리 미흡, 생산 납품업체 직원의 위생관

리, HACCP 비인증업체의 위생관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급식소 작업구역별 공중부

유균 농도는 5∼343 CFU/plate 수준이었다. 특히 건

조식품창고는 43.5 CFU/plate, 전처리구역은 54.1 CFU/ 

plate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에 식당은 179.2 CFU/ 

plate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급식소의 공

중낙하균 오염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조리구역 11.9 CFU/ 

plate, 식기세척구역 25.5 CFU/plate, 전처리구역 19.6 CFU/ 

plate로 집계된 결과(Park & Moon 2017)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식당에서 공중부

유균의 오염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식사공

간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고 이동이 활발하여 공

기의 품질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고춧가루 제조업체의 공중낙하균 

수준을 조사한 연구(Woo 등 2012)에서 일반구역인 

투입실에 공중낙하균의 수준이 1.07 logCFU/plate, 준

청결구역인 가공실 0.80 logCFU/plate, 청결구역인 내

포장실 0.65 logCFU/plate를 보인 결과와 비교해 볼 

때에도 본 연구의 고등학교 급식소의 공중부유균 

오염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는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시설에 HACCP

을 적용할 경우 일반구역과 청결구역으로 구분관리

를 요구하고, 각 구역의 공중낙하균 기준에서 세균은 

청결구역 30 CFU/plate, 일반구역 100 CFU/plate, 곰팡이 

농도는 청결구역 10 CFU/plate, 일반구역 40 CFU/plate

로 제시하였다(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6). 이러한 선행연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비교할 때, 청결구역으로 관리해야 할 식당구역에

서 세균이 높게 검출되었으므로 이 구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5개 작업구역의 상대습도는 66.5∼

74.4% 범위로 전처리구역(66.5%), 건조식품창고(67.7%), 

조리구역(69.1%)을 제외하고 식당(71.4%), 식기세척구

역(74.4%)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식기세척구역에 

적절한 환기 용량을 산정하고 후드를 설치하여 온

도와 습도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겠다(Kim 등 

2004).

작업구역 내 실내 온도는 건조식품창고와 식당이 

각각 24.2
o
C였고, 전처리구역(24.6

o
C), 조리구역(25.1

o
C)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을 통해 주방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적절한 실내 온

도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식기세척구역에

서만 35.4
o
C의 높은 온도를 보여, 이 구역에 환기 용

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사례 조사를 통한 한식 음식점의 주방

면적 비율과 환기시설의 적정성 조사 연구(Chang 등 

2015)에서는 적정 수준의 환기 용량을 확보하면 주

방의 뜨거운 열 공기와 지방분해산물과 같은 유독

성분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0∼30

평 규모의 한식 일반음식점에 조리구역의 실내 온도

는 41
o
C, 후드 주변의 공기 흐름은 최소 풍속 0.22 

m/s, 최대 풍속 0.28 m/s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후드

의 환기 용량을 최대 공기속도 0.3 m/s 이상으로 높

임으로써 작업공간의 적정온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 결과와 비교할 때 학교급식의 경우 현대

화 사업을 통해 중앙공급식 냉방장치를 설치하여 적

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부유균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 예측가능한 패

턴을 보인다. 공기 중 공중부유균의 종류와 농도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 곰팡이뿐만 아니라 다양

한 환경 요인인 예를 들면 UV 강도, 습도, 온도, 풍

속 등에 따라 다르다(Smets 등 2016). 본 연구에서는 

식기세척구역의 공중부유균 농도와 실내 온도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작업구

역에서는 공중부유균의 세균 농도와 온도, 습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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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건조창고

의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에서 공중부유균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

나 점유 밀도가 높은 식당에서는 다른 작업구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공중부유균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대학급식소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식당에 에어컨 구비 여부가 푸드코트의 

공기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에어컨이 없

는 식당에서는 공중부유균 농도는 낮았지만 곰팡이

의 농도는 높게 검출되었다. 실내 공중부유균은 세

균 50.5%, 곰팡이 49.5% 조성비를 보인 반면에 실외 

공중부유균은 세균이 20.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9.4%가 곰팡이였다(Rajasekar & Balasubramanian 2011). 

공기 중 세균의 종류는 포도상구균, corynebacterium 등

이었고, 곰팡이는 penicillium, aspergillus, cladosporium 

등이 높게 검출되었다. 또한 실내 공기 중 세균의 오염

도는 식당 내 소비자 점유 밀도(occupant density)와 실

내 온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다. 실외 식당의 온도

는 27∼31
o
C 범위였고, 상대습도는 72∼82%인 상황에

서 세균 농도는 21∼132 CFU/m
3
, 곰팡이 농도는 222

∼424 CFU/m
3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실내 식당의 

경우에는 세균이, 실외 급식소에서는 곰팡이가 높게 

검출되었다. 실내 공기의 곰팡이 농도는 실내 온도

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에 실외 공기의 곰팡

이 농도는 상대습도와는 양의 상관관계, 온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습도 증가와 더불어 세균

과 곰팡이 농도가 증가되었다(Rajasekar & Balasubra-

manian 2011).

본 연구는 위생ㆍ안전관리 평가 결과와 공중부유

균, 습도, 온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비록 공

중부유균과 온도, 습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식당의 공기 품질이 예상외로 낮게 나타났고, 

식기세척구역의 습도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식당

의 공기 질 개선과 식기세척구역의 습도관리를 위

한 적정 환기 용량 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작업구역별 일반세

균, 습도, 온도 자료는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확보

될 자료와 함께 이들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본 연구는 급식전문가의 학교급식소 방문

조사를 통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이후의 학

교급식 위생관리 실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였다. 학

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획할 때 급식시설 디

자인에 관한 좀 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식당공간을 지나치게 넓게 설

계하거나 식당과 주방을 층간으로 분리한 경우, 식

당을 여러 개의 교실로 분산 배치한 경우 등이 위

생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설계 방식은 교차오염관리, 배식관리, 동

선관리에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실 배식을 지양하고 식당 배식

을 통해 직원들의 인력 부담과 식품안전을 확보해

야 한다. 특히 교실 5∼6곳을 식당으로 지정하여 학

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조리종사원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볼 때 배식인력 분산으로 효율

성이 떨어지고 배식에 필요한 장비, 음식 및 퇴식상 

이동과정에서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교실 식당의 청소관리, 환경측면(공기의 질)에서 문

제점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따라 위생관

리 수준 차이가 많았으며 영양(교)사의 경력과 역량

이 위생관리에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학교급식 중에서 가장 많은 배식량을 제공하고 2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고등학교 급식은 영양(교)사

와 조리종사원의 업무 과중으로 위생관리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기에 많은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고등학교 급식 영양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턴 영양사제도 도입과 경력직 영양사의 우선 배

치를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ATP 측정 샘플인 고무

장갑, 앞치마 용품에서 일부 사용 중인 것을 샘플링

하여 측정값 간의 차이가 많았다. ATP의 경우 세균 

이외에 식품 유기물질이 혼입된 경우 측정값이 높

아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세척 후 사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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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품을 샘플링하여 세척과 소독이 제대로 되었

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목적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어 샘플링 시 작업구역별 1회에 한

하여 공기를 포집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작업구역

별로 3회 이상, 시간을 달리하여 공기를 포집한다면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중부유 세균만 측정하

고 곰팡이 수준은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래 연

구는 세균과 곰팡이 수준을 함께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급식소의 위생ㆍ안전관리 현

황을 평가하고 일부 작업구역별 공중부유균의 농도, 

습도, 온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26개 고등학교 급식소의 위생ㆍ안전점검에서 대

부분의 학교(84.6%)가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위

생ㆍ안전점검 결과는 교차오염관리가 20점 만점 

중 16.08점(평균 4.0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

였고, 개인위생관리가 17.55점(평균 4.39점), 조리

도구관리 17.62점(평균 4.41점), 운영사항 17.78점

(평균 4.45점), 조리 및 보관관리 17.85점(평균 

4.46점) 순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교차오염관리를 위한 작업구역의 구분

과 수세시설 설치와 같은 시설측면의 개선은 이

루어졌으나 조리종사원의 작업공정 상의 취급 습

관, 작업공정 후 손 세척과 같은 활동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실천 중심의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행동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전처리구역, 조리구역, 건조식품창고, 식당, 식기

세척구역 등의 5구역의 공중부유균 수준은 건조

식품창고 43.5 CFU/plate, 전처리구역 54.1 CFU/ 

plate, 조리구역 55.8 CFU/plate, 식기세척구역 62.9 

CFU/plate, 식당 179.2 CFU/plate로 나타나, 학생들

이 음식을 받고 식사하는 공간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관리 요령 제안이 요구되었다.  

3. 작업구역별 상대습도는 전처리구역(66.5%)과 건

조식품창고(67.7%)가 비교적 낮았으나, 식기세척

구역은 74.4%로 높게 나타났다. 작업구역별 실내

온도는 건조식품창고와 식당이 24.2
o
C 수준이었

고 조리구역도 25.1
o
C로 유지되었으나, 식기세척

구역은 35.4
o
C로 높은 편이었다.  

4. 위생ㆍ안전관리 총점은 조리도구관리(r=0.820, P＜ 

0.001), 교차오염관리(r=0.855, P＜0.01), 조리 및 보

관관리(r=0.805, P＜0.01) 영역의 점수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급식인원과는 음의 약한 상관관

계(r= –0.32)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5. 작업구역의 공중부유균 수준과 온도, 습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식기세척구역의 공중부

유균은 식기세척구역의 온도와 음의 유의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을 뿐(r= –0.693, P＜0.05), 전처리구

역, 조리구역, 식당, 건조식품창고의 공중부유균 

수준과 온도, 습도간의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교

급식소의 위생ㆍ안전관리 평가 점수는 비교적 양호

한 수준이었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관리영역

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교차오염관리가 잘 

되지 않았고, 주방의 청결작업구역과 일반작업구역

에서 조리종사원의 부적절한 작업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위생교육이 필요하였다. 마

지막으로 식당공간의 공중부유균 감소를 위한 미래 

연구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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