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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ently, media for sanitation education consisting of a sanitation manual and a CD-ROM intended for 
restaurant employers and employees was developed and evaluated. The sanitation manual consisted of five 
principles: prevention of foodborne illness, personal hygiene, control of food production, instrument and 
equipment cleaning and sanit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sanitation. The CD-ROM was composed 
of animations detailed real-life examples of Salmonella, Staphylococcus aureus, and Norovirus foodborned 
illness outbreaks; slides summarizing the five principles of the manual; and a poster entitled You can prevent 
foodborne illness listing and describing the principles. A 15 question evaluation survey was developed to 
gauge the efficacy of the animations. The survey was divided into five sections on comprehension of the 
instructions, content organization concerning understanding, content organization concerning the information 
presented, content organization concerning retention of interest (concentration), and recommendations 
concerning concentration. Ranked on a 5-point scale the survey produced a mean value of 3.80±0.39 and 
individual scores of 3.92±0.45 (learning instruction), 3.86±0.48 (understanding), 3.82±0.52 (information), 
3.75±0.49 (concentration), and 3.67±0.58 (concentration-recommendation). Overall, evaluation results of the 
animation were good and easy to understand, with only a few respondents electing to watch the animations 
more than once. In terms of continuous and recurring education, sanitation training programs should be easy 
to learn and contain sufficient and specific examples of the importance of sanitation in achieving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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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04년 7월부터 
도입된 주 5일제는 관광레저산업에 큰 변화의 바람
을 일으켰으며, 그에 따른 외식서비스산업 역시 크
게 활성화되고 또 변화되고 있다. 과거 고객은 외식
산업에 있어 간편성, 경제성, 미각성에 비중을 두었
으며(Mo 1987), 음식점 선택 시 주로 음식의 질과 
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여겼으나(Dhir 
1987), 최근에는 음식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관
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Choi 등 2004). 기존의 
연구에서도 소비자가 음식점을 찾을 때 음식의 맛
과 더불어 위생 및 청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것이 음식점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유경희 & 정광현 2000).

이렇듯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우리나라에서는 총 259
건, 10,833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경우는 108건(41.7%), 환자수 
1,971명(18.2%)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구 ․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총 20건(7.7%), 862명
(8.0%)이었으며, 그 중 음식점에서 일어난 것은 9건, 
환자수 155명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2007년 7월 
현재 음식점에서의 발생건수는 163건 환자수 2,069
명으로 벌써 2006년 한해의 통계수치를 넘어서고 있
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7a). 영국의 통계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식중독이 레스토랑에서 발생하며 그 뒤를 
이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외식업소
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Reichenbach 1999). Kim 
(2004)은 식품매개성질환의 대부분이 식품 원재료나 
부재료 등의 식자재 오염보다 취급에서의 부주의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Kwak 
등(1998)도 업주의 위생개념 부재와 조리종사자들의 
허술한 식품취급이 식중독 사고로 연결될 수 있음
을 지적하였다. 

Bryan(1990)은 효과적인 HACCP 실행의 전제조건
으로 관리자와 조리종사자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인 교육 ․ 훈련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식중독 문제
는 위생교육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
이나(Rovert 1992; Bolton 1997; Featsent 1998), 현재 
실행되고 있는 위생교육이 조리종사자의 위생지식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위생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적절한 위생교육 개발 및 
교육실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
었다(Lyu 1999; Penner & Blakeslee 1999; Eo 등 
2001).

Smith & Ahilam(2000)은 외식업소에서 비디오를 
활용한 위생교육이 효과적임을 밝혔으며, 류경(2005)
은 위생교육의 방법으로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매
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미농무성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 USDA)이나 
미국레스토랑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 
NRA)는 이미 ‘The food service safety zone’(USDA 
2001), ‘HACCP : Managing food safety’(NRA 1998), 
‘ServSafe introduction to food safety CD-ROM’(NRA 
2000)을 비롯하여 ‘Starting out with food safety’, 
‘Ensuring proper personal hygiene’, ‘Purchasing, 
receiving and storage’, ‘Preparing, cooking and serving’, 
‘Cleaning and sanitizing’, ‘Take the food safety 
challenge’의 6단계로 구별된 비디오와 DVD 제품
(NRA 2005) 등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ServSafe 
manager certification training online course’와 같은 유
료 온라인 강좌(NRA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컴퓨터
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인터넷 교육 자료를 미
농무성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식중독 교육정보센터에
서 원하는 주제를 클릭하면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NRA,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과 연결된 다
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USDA 홈페이지). 

반면,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작한 ‘식
중독 예방교육 표준교재’와 비디오(식품의약품안전
청 2003), 강영재(2001)의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용 
easy HACCP’, 그리고 최근 단체급식소 조리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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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Nam 등(2005)이 제작한 ‘단체급식소 위
생교육 자료’ CD-ROM 정도에 불과해 위생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나 교육훈련프
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제작
되어 있는 자료의 대부분이 단체급식소 조리종사자
용 교육 자료로 외식업소 종사자가 접근하기에는 
다소 흥미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최근 Noh(2006)
가 현장실사를 통한 외식업소의 미생물적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위생교육 매뉴얼을 개
발하여 좀 더 외식업소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교
육 자료를 만들었으나, 흥미와 시각적인 효과를 높
일 수 있는 비디오나 CD-ROM을 함께 개발하지 못
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소 종사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매뉴얼을 포함한 
위생교육매체(CD-ROM)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였다. 
이 중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영상
자료에 대해 기존에 개발된 교육프로그램 평가도구
(정인성 & 오창호 1998; Kim 2003)를 참고로 하여 
교수설계차원, 내용구성차원, 심화권유차원에서 평
가함으로써, 교수 · 학습 자료로서 매체가 가져야 
할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향후 외식업소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될 경
우 교육 효과가 수반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위생매뉴얼은 기존에 개발된 위생교육자료(강영
재 2001; NRA 2001; USDA 2001; Nam 등 2005; 교
육인적자원부 2005; Noh 2006) 및 식중독 균별 식중
독 발생사례를 참고하여 외식업소 관리자 및 조리
종사자 교육용으로 개발하였다. 위생매뉴얼은 식중
독예방, 개인위생, 생산단계별 식품관리, 기기 · 기

구의 세척 및 소독, 환경위생관리의 5장으로 구분하
였다. 조리 작업 전반에 걸친 기본 위생관리 방향을 
제시하되, 외식업소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중요관
리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였다.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관련 사진이나 삽화를 가능한 
많이 삽입하였으며, 삽입된 사진의 대부분은 업체의 
협조를 얻어 방문하여 직접 촬영하였다. 

 

1) 동영상 개발
동영상은 여러 원인균 중 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살모넬라식중독,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 노로바
이러스 식중독에 대해 각각의 과거 실제 발생 사례
를 파악한 후 가장 대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
탕으로 이를 다소 각색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기술적인 측면은 전문개발사의 
협조를 받았으며, 수차례에 걸쳐 애니메이션의 디자
인 및 색깔, 움직임, 음성녹음 등에 관해 상의를 한 
후 최종적인 도안을 완성하였다.

2) 슬라이드 교육자료 개발
슬라이드 교육자료 구성 내용은 위생매뉴얼과 동

일하도록 하였으며, 각 슬라이드는 위생매뉴얼의 내
용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세부적
으로 식중독 20장, 개인위생 17장, 생산단계별 식품
관리 34장, 기기 ․ 기구의 세척 및 소독 18장, 환경
위생관리 14장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으며, 간략한 
설명을 비롯한 실제 사진과 구체적인 그림을 충분
히 실어 피교육자의 이해를 돕고자하였다.

3) 포스터 개발
조리장에 게시하여 주의를 경각시킬 수 있는 포

스터를 제작하였다. 포스터의 주제로 ‘식중독 예방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제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의 3대 원칙(식품의약품안전청 2004)을 토대로 하되, 
보관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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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매체 평가 
식중독 발생 관련 세 가지 동영상에 대해서 영업

주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지를 개발하였
다. 평가지는 기존의 선행연구(Her & Lee 2003, Lee 
등 2004, Nam 등 200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측
정항목은 교수설계차원(3문항), 내용구성차원(9문항), 
심화권유차원(3문항)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
며, 내용구성차원을 다시 이해성, 정보성, 몰입성의 
소영역으로 분류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
정방법으로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
다 5점 ~ 전혀 아니다 1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국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에서 2005년 12월 ~  
2006년 4월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여한 일반음식점 
신규 및 기존영업자(대행자)를 대상으로 교육매체를 
평가하였다. 위생교육 시 동영상을 보여준 후 평가
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 200부를 배부하여 
152부(76%)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기록이 미비하
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통계처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41부를 유효표본으로 결과 분석에 사용하
였다.

5) 자료의 통계분석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통계결과 분석에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
을 구하였으며, 설문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사항에 따른 문항점수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t-test 및 ANOVA와 Scheffe's multiple 
range test(p＜0.05)를 이용하였다. 

교육매체 평가지의 평가문항에 대한 신뢰성 검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0.878로 조사되어 Nunnally(1967)가 제시한 0.70 수준
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Cronbach's alpha’ 값이 가장 낮은 문항이 
0.863으로, 제외했을 때 크게 계수가 상승하는 항목
이 없어 평가문항의 항목 제거함 없이 전체 항목을 
포함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위생매뉴얼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Table 1과 
같이 각 장별 주제는 1장 식중독예방, 2장 개인위생, 
3장 생산단계별 식품관리, 4장 기기 · 기구의 세척 
및 소독, 5장 환경 위생관리를 포함하였다.

위생매뉴얼 1장에서는 식중독 예방이라는 주제로 
식중독의 정의를 비롯한 식중독균의 성장속도와 미
생물의 증식요인,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품 등을 언
급하였으며,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식중독 예방: 
안전한 식품을 위한 5대 원칙’(WHO 2006)을 실어 
복잡하지 않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2장은 개인위생으로 건강관리와 용모 및 행동관
리, 그리고 조리직무별 종사원의 복장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올바른 손세척법에 관한 설명과 
실제 수행하는 모습의 사진으로 이해를 도왔다. 

3장은 생산단계별 식품관리로 검수단계, 전처리 
단계, 조리단계, 냉각 및 재가열 단계, 배선/서빙 단
계까지의 단계별 중요관리점에 관해 언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음용수관리에 있어서의 주의점을 설명 
Table 1. Consititution of sanitation education manual.
Chapter Subject Contents

1 Prevention of 
foodborne illness

- Growth speed of food-borne pathogens
- Factors of microbial growth 
- Potentially hazardous foods 

2 Personal hygiene
- Health care
- Management of countenance and conduct
- Right methods of hand washing

3 Food control in 
production steps

- Critical control points of receiving/
  pre-cooking/cooking/refrigeration and
  re-heating/serving step

4
Washing and 
sanitation of   
equipment/utensils

- Washing methods of equipment/utensils
- Right ways to use detergent
- Types of sanitizers

5
Management of 
environmental 
sanitation

- Cleaning plan
- Defense of insect/ro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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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4장은 기기 · 기구의 세척 및 소독으로 크게 세척

과 소독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배식/서빙이 끝
난 후의 기기 · 기구류 세척방법과 세척제의 종류 
및 사용기준, 소독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아직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한시적 
허용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에 관한 설명과 대부분
의 외식업소에서 컵 소독을 위해 비치하고 있는 자
외선 살균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관해 그림으로 
이해를 도왔다. 

5장은 환경 위생관리로 크게 청소계획과 방충 ․ 
방서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일별, 주별, 월별, 연간 
등의 주기적인 청소계획을 세워야 함을 청소계획에
서 간략히 언급하였으며, 조리장 바닥, 배수구, 배기
후드, 세면대, 화장실, 창문 등의 시설과 주요 설비
에 대한 청소방법을 실었다. 잔반 및 폐기물처리에
서는 일반관리사항과 폐기물 용기 및 소독에 관해 
설명하였고, 방충 ․ 방서 시설과 그 관리대책에 관해 
언급하였다. 

개발된 위생교육매체 CD-ROM의 제목은 ‘외식업
소 위생교육자료’로 하였으며, 드라이브에 CD-ROM
을 넣으면 자동으로 실행되어 첫 메뉴화면이 나타
난다. 각 메뉴를 클릭하면 원하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동영상, 교육자료(파워포인트 
자료), 포스터를 포함하고 있다.

 1) 동영상 개발
개발한 동영상은 식품안전관련 정보 웹사이트 

FoodHACCP.com의 ‘outbreak news’에서 제공하고 있
는 2005년 실제 일어난 식중독 사례를 바탕으로 하
였으며, 발생 원인물질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중독 발생 원인물질로 꼽히는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관해 다루었다. 

Fig. 1은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사례의 일부분으로, 
오염된 토마토가 식중독의 원인이 되었음을 언급하
고 있다. 본 사례에서는 약혼식 행사 음식을 준비하
는 업체가 샌드위치에 들어갈 재료가 부족해서 조
리 도중 급히 토마토 배송을 부탁하였으며, 배송기
사가 오염된 토마토를 냉각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높은 온도로 보관한 채 운송하였다. 물건을 받은 조
리종사자 역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마토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식중독
이 발생했음을 다루었다.

Fig. 2는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사례
의 일부분으로, 손에 상처가 있을 시에는 직접적인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조리에 참여
할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가아제나 반창고
로 감싼 후 반드시 위생장갑 혹은 고무장갑을 착용
하고 작업에 임해야함을 각인시키는 내용으로 구성
하였다. 일식업소의 조리종사자가 조리도중 담배를 
피우고 작업에 임하기 전 손을 씻지 않았으며, 작업 
도중 손에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상처 난 손으로 회를 썰고 샐러드를 무치면서 
식중독이 발생한 내용을 다루었다.

Fig. 3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사례의 
일부분이다. 본 사례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리
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하며, 회복된 후에
도 최소한 3일간은 조리작업을 금해야함을 각인시
키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내용의 마지막에는 올바
른 손세척과 소독 방법을 제시하였다. 노로바이러스
에 감염된 조리종사자가 설사를 계속함에도 불구하
고 일당을 받기위해 이를 책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대로 손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음식을 만지며, 뒤
에 책임자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 챘음에도 불구하
고 바쁘다는 이유로 감염자를 조리작업에서 제외시
키지 않았다. 식중독이 발생하면서 해당 업소는 영
업정지를 당하게 되고, 이후 소독과 방역작업을 모
두 마치고 영업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가 실추된 업소는 고객이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마지
막 장면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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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imation of foodborne Salmonella.

Figure 2. Animation of foodborne Staphylococcus aureus.

  

Figure 3. Animation of foodborne Norovirus.

2) 슬라이드 교육자료 개발
슬라이드 1장 식중독에서는 식중독의 정의 및 발

생현황, 식중독의 종류 및 오염경로와 식중독 예방
법에 관해 설명하였다. 대표되는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형(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병원성대장균, 리스
테리아, 캠필로박터)과 독소형(포도상구균, 보툴리늄)
에 관해 언급하였으며, 최근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과 대표적인 자연독 식중
독(독버섯, 복어, 조개)에 관해 설명하였다. 

2장 개인위생에서는 건강관리, 종사원의 용모 및 
행동관리, 조리직무별 종사원의 복장관리, 종사원의 
손 관리의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종사원의 손관리에
서는 손세척이 필요한 경우와 손세척 방법에 관해 

언급하였다. 
3장 생산단계별 식품관리에서는 검수단계, 전처리

단계, 조리단계, 냉각 및 재가열단계, 배선/서빙 단
계로 작업 단계별 설명하였고, 음용수 관리에 관해 
추가 설명하였다. 단체급식을 위한 위생교육에서는 
배식단계가 포함되지만, 본 교육자료는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배선/서빙 단계가 포함되었으며, 
서빙자의 태도와 서빙 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다. 

4장 기기 · 기구의 세척 및 소독에서는 세척, 소
독, 기기 · 기구의 세척 및 소독으로 나누어 설명하
였고, 5장 환경위생관리에서는 청소계획, 시설 · 설
비 청소, 잔반 및 폐기물 처리, 방충 ․ 방서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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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3) 포스터 개발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소 종사자의 기억에 장기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구상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Fig. 4와 같은 포스터를 개발
하였다. 포스터의 헤드라인에는 ‘식중독 예방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제시하면서 ‘식중독 예방’은 주의
를 끌 수 있는 붉은 색 계통의 강열한 색을 사용하
였다. 바디카피(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 카
피의 몸체부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2004)의 식
중독 예방의 3대 원칙인 ‘신속, 청결, 가열 및 냉각’
을 기본 토대로 하되, ‘가열’과 ‘냉각’을 별도로 분
리하였고 여기에 ‘보관’의 개념을 추가하여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하단부에는 우리 인체 모습과 인
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균의 사진에 
‘예방’의 개념인 사선을 그은 일러스트레이션(전하
고자하는 뜻을 보다 쉽게, 편하게, 명확히 알게 해
주는 그림)을 배치하였다. 즉, 5가지의 중요한 원칙
을 지킴으로써 우리 인체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식중독균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고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위생교육매체(CD-ROM)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동영상 매체에 관하여 평가하였
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대부분이 업주로 92.9%를 차지하였으며, 조리종사
자(조리장, 조리사, 조리원)는 7.1%였다. 조사대상자
의 약 48%가 신규창업한 사람으로 외식업소 운영경
험이나 조리경력이 없었으며, 3년 미만의 경험자가 
19.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대상자의 59.6%가 한식업소에 종사하였으며, 중식
업소 12.1%, 일식업소 10.5%, 양식업소 9.2%였다. 연
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3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0대 이상이 26.2%, 20대가 

Figure 4. Poster for prevention of foodborne illness outbreak.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y N %

 Restaurant  
style

Korean 84 59.6 

Western 13 9.2 

Japanese 15 10.6 

Chinese 17 12.1 

Buffet 0 0

Etc(bar etc.) 12 8.5 

Working period
(yr)

0 68 48.2

<3 27 19.1 

3-6 19 13.5 

6-9 8 5.7 

≥9 19 13.5 

Job title
Employer 131 92.9 

Employee 10 7.1

Age
(yr)

20-29 14 9.9 

30-39 45 31.9 

40-49 45 31.9 

≥50 37 26.2

Total 1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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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imation evaluation by checklist.
Dimension Items Mean±S.D. Subtotal F-value

Lear ning instruction 

Q1  It emphasizes on important matter, the screen is simple 4.01±0.631)

3.92±0.45c2)

5.206***

Q2  Moving picture, animation, color and so on are pertinent to study 3.72±0.58

Q3  It is possible to study repeatedly alone 4.04±0.57

Content 
organization 

Understanding

Q4  It is easy to understand 4.17±0.64

3.86±0.48bcQ5  It has many specific examples 3.53±0.65

Q6  Contents to learn are not too much or too little 3.87±0.62

Information

Q7  I can get a necessary knowledge 3.91±0.60

3.82±0.52bcQ8  It gets more knowledge 3.57±0.73

Q9  It is helpful to work 3.98±0.65

Concentration

Q10  It is easy to concentrate on the topic 3.77±0.67

3.75±0.49abQ11  It is pleasant and interesting 3.68±0.60

Q12  I can remember contents after watching 3.81±0.63

Concentration-
recommendation

Q13  I want to watch this animation once more 3.35±0.78

3.67±0.58aQ14  I want to watch a similar program 3.76±0.63

Q15  I want to recommend this animation to others 3.90±0.66

Average 3.80±0.39

1)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 p<0.001

9.9%를 차지하였다. 
개발된 동영상자료에 대한 문항별 평가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전체 평균점수가 3.80점(5점 만점)으
로 보통 이상의 양호한 점수를 보였다. 

교수설계차원 영역은 3.92점으로 몰입성 영역 
3.75점과 심화권유차원 영역 3.67점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0.001). 특히 ‘중요한 
내용이 강조되고, 화면구성이 간결한가?’, ‘혼자서도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각각 4.01점과 4.04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해성 영역의 평균점수는 3.86점으로 심화권유차
원 영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다(p<0.001).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가?’ 라는 질문에
는 4.17점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자료가 풍부한가?’ 
라는 질문에는 3.53점을 보여 내용은 이해하기 쉬우
나 구체적인 자료는 보통을 넘는 수준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정보성 영역의 평균점수는 3.82점으로 심화권유차

원 영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p<0.001). 특히 ‘실생활(직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과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얻었는
가?’ 라는 질문에 각각 3.98점, 3.91점으로 4.0에 가
까운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몰입성 영역의 평균점수는 3.75점으로 보통은 상
회하나 교수설계차원 영역에 비해서는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01). 특히 ‘자료화면이 재
미있고 흥미로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3.68
점으로 보통정도임을 알 수 있다. 

심화권유차원 영역은 평균 3.67점으로 교수설계
차원, 이해성, 정보성 영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01). 특히 ‘다른 사람에게도 이 
애니메이션을 권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는 3.90점
으로 다소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다시 보고 싶은
가?’라는 질문에는 3.35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
는 점수에 그쳐 항목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는 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문항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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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an of animation evalu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Q13)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12 Q13 Q14 Q15

 
Restaur-

ant  
style

Korean 4.02±0.56ab 3.71±0.611) 4.04±0.57 4.23±0.65 3.62±0.69 3.88±0.61 3.96±0.61b 3.65±0.69 4.01±0.67ab 3.85±0.69ab 3.76±0.59b 3.81±0.61ab 3.38±0.84ab 3.77±0.65 3.92±0.66

Western 4.00±0.82ab 3.62±0.51 4.08±0.49 4.08±0.76 3.31±0.63 3.77±0.83 4.00±0.58b 3.54±0.66 3.92±0.64ab 3.54±0.78ab 3.31±0.63a 3.69±0.48ab 3.23±0.73ab 3.85±0.38 4.00±0.71

Japanese 4.20±0.56b 3.87±0.35 4.20±0.68 4.27±0.59 3.60±0.51 4.00±0.54 4.13±0.52b 3.73±0.70 4.27±0.59b 4.00±0.54b 3.73±0.59b 4.07±0.59b 3.60±0.63b 3.80±0.56 4.00±0.66

Chinese 4.00±0.79ab 3.82±0.53 3.88±0.60 4.06±0.66 3.29±0.47 3.76±0.66 3.71±0.47ab 3.29±0.85 3.71±0.69a 3.59±0.51ab 3.47±0.51ab 3.82±0.73ab 3.29±0.59ab 3.47±0.80 3.71±0.69

Others 3.67±0.65a 3.50±0.67 4.00±0.43 3.92±0.52 3.42±0.67 3.83±0.58 3.50±0.67a 3.25±0.87 3.83±0.39ab 3.42±0.67a 3.75±0.62b 3.58±0.79a 3.00±0.85a 3.92±0.52 3.83±0.58

F-value 1.266 0.920 0.651 0.903 1.490 0.377 2.757* 1.695 1.757 2.309 2.303 1.125 1.113 1.169 0.569

Working 
period

(yr)

0 3.90±0.65 3.68±0.53ab2) 4.01±0.56 4.18±0.62 3.50±0.59 3.81±0.61 3.78±0.60 3.47±0.72 3.88±0.61 3.59±0.65a 3.60±0.60 3.75±0.61 3.25±0.80 3.71±0.67 3.81±0.70

<3 4.15±0.66 3.70±0.61ab 4.07±0.62 4.15±0.66 3.52±0.75 4.07±0.62 4.07±0.62 3.70±0.72 4.15±0.60 3.89±0.64ab 3.74±0.59 3.78±0.51 3.48±0.89 3.93±0.55 4.00±0.62

3-<6 4.11±0.57 3.95±0.62b 4.11±0.57 4.16±0.77 3.47±0.70 3.79±0.63 4.05±0.62 3.74±0.65 4.05±0.71 3.84±0.60ab 3.79±0.63 3.89±0.88 3.47±0.51 3.74±0.65 3.79±0.63

6-<9 4.13±0.64 4.00±0.54b 4.13±0.35 4.25±0.71 3.63±0.52 3.63±0.74 3.88±0.64 3.50±0.93 3.88±0.64 4.13±0.84b 3.50±0.54 3.88±0.64 3.50±0.76 3.50±0.54 4.00±0.54

≥9 4.05±0.52 3.53±0.61a 3.95±0.62 4.16±0.60 3.68±0.75 3.95±0.62 4.05±0.52 3.63±0.76 4.05±0.78 4.00±0.67ab 3.84±0.60 3.95±0.62 3.32±0.82 3.84±0.60 4.16±0.60

F-value 1.081 1.890 0.286 0.043 0.377 1.359 1.876 0.838 1.010 2.752 1.030 0.495 0.661 1.017 1.409

Job title

Employee 4.10±0.57 3.60±0.52 4.00±0.47 4.20±0.63 3.20±0.42 3.90±0.57 4.00±0.67 3.50±0.85 4.00±0.67 3.90±0.57 3.60±0.52 4.10±0.74 3.60±0.84 4.00±0.94 4.00±0.82

Employer 4.00±0.63 3.73±0.58 4.04±0.57 4.17±0.65 3.56±0.66 3.86±0.63 3.91±0.60 3.58±0.72 3.98±0.65 3.76±0.68 3.69±0.61 3.79±0.62 3.33±0.78 3.74±0.60 3.89±0.65

T-value 0.485 -0.660 -0.205 0.151 -1.687 0.182 0.461 -0.334 0.107 0.653 -0.440 1.521 1.057 1.256 0.494

Age
(yr)

20-29 3.71±0.73a 3.79±0.58 3.86±0.66 4.07±0.62 3.64±0.63 4.07±0.62 3.79±0.80 3.36±1.01 3.86±0.66 3.64±0.75 3.57±0.65 3.79±0.58 3.00±0.78 3.57±0.65 3.71±0.73

30-39 3.87±0.59ab 3.71±0.59 4.13±0.51 4.13±0.66 3.40±0.65 3.84±0.67 4.00±0.60 3.53±0.76 3.91±0.73 3.71±0.73 3.58±0.62 3.80±0.66 3.31±0.70 3.84±0.56 3.91±0.67

40-49 4.09±0.60ab 3.76±0.57 4.00±0.60 4.27±0.62 3.58±0.66 3.87±0.46 3.78±0.56 3.64±0.65 4.11±0.61 3.82±0.65 3.78±0.60 3.76±0.57 3.40±0.84 3.78±0.60 3.87±0.59

≥50 4.19±0.62b 3.65±0.59 4.03±0.55 4.14±0.67 3.59±0.64 3.81±0.74 4.03±0.55 3.62±0.68 3.95±0.58 3.81±0.62 3.73±0.56 3.89±0.70 3.46±0.80 3.70±0.74 4.00±0.71

F-value 3.214* 0.303 0.973 0.528 0.943 0.616 1.740 0.647 0.982 0.411 1.068 0.325 1.277 0.795 0.695

1) Mean±S.D.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3) Items of animation evaluation checklist (Refer to table 3)
* p<0.05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업소유형에 따라서는 일식
업소가 Q1(화면이 간결, 중요한 내용강조), Q7(필요
한 지식을 얻음)(p<0.05), Q9(직장일에 도움), Q10(주
의집중), Q11(재미있고, 흥미로움), Q12(기억에 남
음), Q13(다시 보고 싶음) 항목에 있어 다른 업소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경력에 따라서는 3년 이상 ~ 9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가 9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에 비해 동영
상의 그림이나 색상 등이 적절하다고 하였으며, 경
력 6년 이상 ~ 9년 미만의 경력자가 경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 주의집중이 잘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

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이 20대에 비해 유의적으로 
화면구성이 간결하고, 중요한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고 답하였으며(p<0.05), 그 외의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생교육매뉴얼의 개인위생 부분에서는 올바른 
손씻기를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 손씻기는 가장 기
본적인 위생수칙이지만 현장에서 정확한 동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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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Noh(2006)의 위생 교육 매뉴얼에서도 
5개의 주제(올바른 손씻기, 온도관리, 교차오염 방지, 
라벨 표기, 세척 및 소독) 중 하나로 올바른 손씻기
가 언급되어 있다. 또한 Park 등(2007)은 레스토랑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한 위생교육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그 내
용은 개인위생, 식품위생, 환경위생으로 개인위생 
영역에는 개인건강상태 점검, 조리원 복장, 올바른 
손씻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Denver 공중
보건검사국의 ‘Show you know : A Self-education 
Program for Food Service Workers’(Denve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Public Health 
Inspection Division), Madison 공중 보건국의 ‘Food 
Safety Training Modules & Public Recognition 
Program’ (Madis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등의 
온라인 위생교육 자료에서도 올바른 손씻기가 언급
되고 있다. 

매뉴얼의 생산단계별 식품관리 부분에서는 검수, 
전처리, 조리, 냉각 및 재가열, 배식 및 서빙의 모든 
단계에서 온도관리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였다. 창
원시 외식업소를 조사한 Lee 등(2001)의 연구에서도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 식품 취급 시 조리
된 음식에 대한 온도관리, 해동시의 온도관리, 온도-
시간 관리의 개념 등을 언급하였다. Noh(2006)의 매
뉴얼에서는 ‘작업 단계별 온도 관리 기준’을 하나의 
표로 해서 간단한 그림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제시
하고 있다. Nam 등(2005)이 개발한 단체급식소 위생
매뉴얼에는 ‘HACCP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포함되
어 HACCP의 7원칙이나 조리공정별 CCP 등을 설명
하고 있으나, 극소수의 대형 외식체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식업소에 HACCP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은 아직까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져 본 위생매
뉴얼에서는 HACCP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개발한 동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식중독 
발생 원인물질로 꼽히는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관해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살모넬라 식중독은 닭고기 등의 육류나 달걀 등을 
통한 오염으로 흔히 알려져 있으나 최근 오염된 채
소나 과일류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섭취할 시에
도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2005~2006년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익히지 않은 토마토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하였음이 보고되었으며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7), 2007년 10월에
도 토마토로 인한 살모넬라로 인해 20명 이상의 종
사자와 고객이 식중독을 일으켰음이 보고되었다
(KARE).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과 관련하여 특히 오염된 
식수와 굴 등 어패류의 생식을 통한 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있으나 사람 간 전파도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로(Beller 등 1997; Brugha 등 1999; 
Anderson 등 2003; Parshionikar 등 2003), 일본의 경
우 2003년 9월 ~ 2005년 10월 중 발생한 959건의 
식중독 사례 중 934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
으며(IDSC 2005), 미국에서 1998~2002년 보고된 노
로바이러스 식중독의 발생장소는 음식점 42%, 개인 
가정 13%, 학교 8% 등으로 음식점이 대다수를 차지
하였다(CDCP 2006).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
간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침서’에
서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리종사자의 경우 회
복된 후 최소 7일간은 조리작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b).

포스터는 시각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각과 기억, 인식과 정신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Lee 2000), 표현이 자유롭고, 대중의 
시선을 끌기 쉬우며, 내용이 이해되기 쉽고, 위치의 
선택이 자유로우며, 많은 사람에게 알려 공감을 얻
을 수 있고, 취급이 간편하며,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선전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기능적 특징을 
갖는다(Park 2006).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본 포
스터에는 ‘식중독 예방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헤
드라인으로, 식중독 예방의 3대 원칙을 토대로 한 
바디카피와 ‘식중독 예방’의 개념을 포함한 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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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션을 배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동영상자료에 대해 교수 ․ 

학습 자료로서 매체가 가져야 할 기능과 특성을 가
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향후 외식업
소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될 경우 교육 효과가 수반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수설계차원, 내용
구성차원(이해성, 정보성, 몰입성), 심화권유차원의 
문항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교수설계차원 중 특히 
‘중요한 내용이 강조되고, 화면구성이 간결한가?’, 
‘혼자서도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
문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보여 전체적인 교수학
습 설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구성차원 
중 ‘실생활(직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과 ‘필요로 하는 지식을 얻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4.0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보여 개발한 자료가 
외식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심화권유차원에 있
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애니메이션을 권하고 싶은
가?’라는 질문은 3.90점, ‘다시 보고 싶은가?’라는 질
문은 3.35점으로 항목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다
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연관 지어 볼 때 내용은 이
해하기 쉽고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구체적인 자료나 새로운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는 것은 크게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Nam 등(2005)의 연구에서
는 권유성 영역의 평균 점수가 4.29점으로 이해성
(3.91점), 정보성(3.89점), 몰입성(3.87점) 영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일반사항 중 업소유형에 따라서는 일식업
소가 다른 업소에 비해 6개 항목에 있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3개의 동영상 자료 중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 일식업소에서 가장 크
게 공감할 수 있는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효과를 더욱 높
이기 위해 업소유형에 따른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

한 유형별 매체가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위생교육매체(CD-ROM)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동영상매체에 
관하여 평가하였으나, 실제로 업주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기 전과 후의 위생수행도의 변화를 
비교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리종사자
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비디오, 동영상 프
로그램(CD-ROM), 인터넷 등의 위생교육매체를 통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한 후 실시 전과 후의 수행도 
비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소의 업주 및 조리종사자를 
위한 위생교육매뉴얼 및 위생교육매체(CD-ROM)를 
개발하고, 개발된 자료 중 가장 효용성이 높을 것으
로 보이는 동영상매체를 평가하여 향후 위생교육 
시 개발한 교육매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를 평가하였다. 위생교육매뉴얼은 식중독, 개인위생, 
생산단계별 식품관리, 기기 ․ 기구의 세척 및 소독, 
환경위생관리의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D-ROM
은 크게 동영상, 교육자료(슬라이드), 포스터로 구성
되어 있다. 동영상은 실제 일어난 식중독 발생사례
를 토대로 하였으며, 살모넬라 식중독, 포도상구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포함되어 있다. 교
육자료(슬라이드)는 매뉴얼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요
한 내용만을 시각적으로 간략히 구성하였으며, 포스
터는 ‘식중독 예방할 수 있다’는 헤드라인 아래 5가
지 원칙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위생교육매체 중 동영상매체에 관하여 대구지역 
기존 혹은 신규 외식업소 업주와 조리종사자 141명
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교육평가표는 교수설계차
원, 내용구성차원(이해성, 정보성, 몰입성), 심화권유
차원의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수설계차원 
3.92±0.45, 이해성 3.86±0.48, 정보성 3.82 ±0.52,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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