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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llowing study was taken in the Seoul, Gyeonggi, Incheon, Kangwon, and Chungcheong areas to ana-
lyze the performance levels of safety management by characteristics of school foodservice. The following re-
sults were obtained from a survey conducted on 2,271 middle and high school dietitians in 808 schools. Out 
of the 808 schools surveyed, 513 schools (63.5%) were self-operated and 295 schools (36.5%) were managed 
by a contract. Regarding the performance level of the hygiene duties, contract-managed schools were rated as 
4.02 points while self-operated schools were rated relatively higher (4.16 points). The self-operated schools 
had an average score of 3.60 points for the TQM-based HACCP system, and the areas that scored lower than 
the average were strategies, human resources, data and analysis. The average score of the contract-managed 
schools was 3.42 points, and such areas as leadership, human resources, data and analysis, and customer sat-
isfactory level scored below the average. For the analysis of CCP performance level, the contract-managed 
schools scored 4.28 points while self-operated schools scored 4.34 points. Overall, the hygiene duties, CCP 
performance level, and TQM-based HACCP system performance of the contracted school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self-operated schools. Therefore, it is advised that the contract-managed schools consider new 
measures to strengthen their performance level for improved safety of school food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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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 · 고등학교의 위탁급식은 급식의 양적확대에 

집중하던 1997년 이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하여 도

입되었다. 특히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중 · 고등학생은 균형 있는 식생활 유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학교급식이 절실히 필요

하다. 우리나라 중 · 고등학교 급식은 전체 5,271교 

중 99.7%인 5,257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직영급식은 4,049교(77.0%), 위탁급식은 1,208교
(23.0%)에 이른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특히 고등학교는 2,181교 중 

32.3%인 705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 중학교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위탁급식 비율이 높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이처럼 

국내 대부분의 학생에게 급식을 하게 되면서 제공

되는 음식의 위생 안전성 확보는 학교급식에서 최

우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Kim 2009).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2003년부터 모든 급식 학교에 HACCP 시스템을 적

용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노력

에도 불구하고 급식시설의 미비와 정착되지 않은 

급식 위생관리 체계로 인해 식중독 사건이 자주 발

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초 · 중 · 고등학교의 

급식이 완료된 2003년을 기점으로 학교의 위탁급식

화가 식중독 발생률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주장과 함께 학교급식의 위탁에 대한 찬반론

이 거세게 논의되었고, 2003년부터 2005년의 학교급

식 식중독 발생자료에서도 식중독 발생건수 비율이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Mini-
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6a). 특

히 2003년 3월 서울시내 위탁급식 중 · 고등학교 13
개교에서 1,557명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고, 2006
년 6월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 위탁급식 

46개교에서 3,613명의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

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6b). 
이를 계기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 위

탁급식 직영전환, 부정식재료 공급업자 벌칙도입, 
식재료 품질기준 설정 등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학교급식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기존의 급식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화, 메뉴얼화, 식재 · 물
류 체계 및 지원체계의 강화 등 과학적인 급식운영

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교급식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고객 중심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리적 도구로

서 HACCP 시스템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

다(Kim & Lee 2009b). 또한 영양사의 고유 직무인 

식단 작성, 위생관리, 조리와 같은 직무에서 확대된 

급식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을 소유하고 전략과 비전

을 공유하며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급식경영 관리

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Cho 등 2007; Han 
등 2009). 

종합적 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 TQM)
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품질을 최우

선하고 고객만족을 추구한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

인 성공은 물론, 기업문화의 혁신을 통해 기업 구

성원과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총

체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종합적 전략적인 경영시

스템이다(Alvarez 1994; Lee 등 2003; Kang 2004). 
TQM은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그 장점과 효과성이 

부각되고 있고, 급식산업에서도 TQM을 적용시켜 

공정의 지속적인 개선, 종사원의 능동적인 참여 증

진을 위한 권능부여, 팀워크, 위생관리 품질개선에 

HACCP 시스템 적용 등 도구 사용의 접근 방법을 

통해 고객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급속한 환경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Jeon & Joo 2002; Cho & Yoon 2006; Kwak 등 

2007). 특히 HACCP 시스템은 이론적인 틀을 형성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목적이 아닌 실제 작업공정

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TQM과의 접목에 의해 

완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Snyder 1995; 
Webb & Marsd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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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교급식 위생관리와 관련한 연구는 

초기단계 위생관리 도구개발(Kim 1997; Kwak 등 

1999; Kang 2007), 위생관리 수행수준 및 실태 분

석(Moon 등 2004; Lee 2005; Kwak 등 2005; Goh 
2006), HACCP 시스템 운영의 장애요인(Choi 2001; 
Lee & Lee 2005; Kim & Lee 2008), 위생교육, 시

설, 설비 현황(Yoon 2004; Kim 2005; Kim & Lee 
2009a)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중 · 고등학

교의 23.0%에 이르는 위탁급식 학교와 직영 급식 

학교에 대한 위생관리 수행수준의 비교 연구는 드

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인
천, 강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직영 · 
위탁 운영에 따른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및 위생관리 수행수준을 비교 · 분석하고 문

제점을 도출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정 지역을 

중심으로 2008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에 참석한 중 

· 고등학교 영양사 2,271명을 대상으로 2008년 9월부

터 2008년 12월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지역별 분포는 서울 215개교(26.6%), 경기

도 333개교(41.2%), 강원도 56개교(6.9%), 충청도 204
개교(25.2)로 전체 808개교로 나타났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Chong 1998; Chong & Kwak 2000; Kwon 
2001; Lim 2001; Kim 2002; Park & Lim 2005; Cho 
2006)와 문헌(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4)을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조사대상 학교급식소의 운영특성으로 소재지, 배

식방법, 급식비, 급식인원수, 위생원수, 조리원수, 배
식인원수 등을 조사하였다. 학교영양사의 일반특성

으로는 연령, 근로형태, 근무경력, 조리사 자격증 소

지 여부, 최종학력 등을 조사하였다. 학교급식소의 

시설 현황은 전처리, 조리, 세척 구역별 급식 시설 · 
설비 기구의 보유현황과 환기 · 채광 · 조명 · 배

수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위생직무표

준에 대한 수행수준은 온도관리, 시간관리, 교차오

염관리, 저장관리, 개인위생관리, 기기 · 설비 위생

관리 등 6개 위생직무표준 영역에 대한 세부 측정

지표 30항목에 대한 수행수준을 조사하였다. 항목의 

Cronbach’s α값은 0.67∼0.76의 범위에 있어 모든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에

서 TQM은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영

방식으로 고객중심, 공정개선, 전사적 참여의 기본 

원칙과 리더십, 교육과 훈련, 지원적인 조직구조, 의
사소통, 보상과 인정 및 측정 등 여섯 가지 지원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Tenner & DeToro 
1992).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

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원칙과 

여섯 가지 지원요소를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 보
완하여 구성하였다. 리더십(4문항), 전략개발(4문항), 
인적자원(3문항), 정보와 분석(3문항), 고객만족도(3
문항), 공정관리(3문항), 평가(3문항) 등 각각의 측정

지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의 Cronbach’s α 값은 

0.71∼0.84의 범위에 있어 모든 문항을 분석에 사용

하였다. CCP 수행수준은 CCP 1에서 CCP 8의 식단

구성,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단의 공정관리, 검수, 냉
장 · 냉동고 온도, 채소 · 과일의 세척 및 소독, 식

품취급 및 조리과정, 운반 및 배식, 식품접촉 표면

의 세척 및 소독 등 8개 영역에 대하여 총 11개 항

목을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J Korean Diet Assoc 17(1):72-90, 2011 | 75

Classification  Contents Number Cronbach’s α

Performance
level of
TQM-HACCP
system

Leadership  4 0.71

Strategies  4 0.81

Human resources  3 0.71

Data and analysis  3 0.70

Customer satisfaction  3 0.74

Process control  3 0.84

Valuation  3 0.75

Total 23 0.93

Hygiene
duties' 
performance
level

Temperature management  5 0.68

Time management  5 0.67

Cross-contamination 
prevention  5 0.69

Storage management  5 0.74

Personal hygiene 
management  5 0.73

Tools · quipments'
hygiene management  5 0.76

Total 30 0.90

Performance
level of
CCP's

Menu planning

11 0.84

Potentially hazardous 
food process control

Inspection

Refrigerator/freezer 
temperature

Cleaning/sterilization of 
vegetables and fruits

Food handling and 
sterilization process

Process of transporting 
and distributing food

Table 1. Reliability of survey items of TQM-based HACCP 
system, hygiene duties, and CCP's.

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win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조사대상 학교급식소 및 영양사의 일반특성

은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학교급식소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처리구역(13), 조리구역(8), 세

척구역(3), 환기시설(3), 채광 · 조명시설(2), 배수시설

(3)의 적정성 여부는 ‘없음(0점)’, ‘미흡(0.5점)’, ‘적정

(1점)’의 3단계로 나타낸 것을 평균하였다. 위생직무

표준, CCP 수행수준,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 등은 5-point Likert Scale을 사용하여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다(1점)’에서 ‘매우 잘 수행

되고 있다(5점)’로 측정하여 분석 항목별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과 위생직무표준, CCP 수행수준 상호

간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결 과

1. 학교급식소 및 영양사의 일반특성

학교급식소의 일반특성은 Table 2와 같다. 직영급

식 513교와 위탁급식 295교로 전체 808교이며, 이 중  
77.1%(623교)는 도시형이고, 22.9%(185교)는 비도시

형이었다(P＜0.001). 배식방법은 직영급식의 78.4%(402
교)와 위탁급식의 65.4%(193교)는 식당배식을 하였

으며 직영급식 학교의 식당배식 비율이 높았다(P＜ 

0.001). 1식당 급식비는 직영급식은 2,301∼2,600원이 

54.7%로 가장 많았고, 위탁급식은 2,600원 이상이 

50.2%로 직영급식에 비하여 급식비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P＜0.001). 급식인원수는 500명 이하는 대

부분 직영급식으로 운영되었고, 501∼1,000명은 직영

급식 26.3%와 위탁급식 26.8%, 1,001∼1,500명은 직

영급식 29.4%, 위탁급식 36.9%였다. 1,500명 이상은 

직영급식 14.6%, 위탁급식 32.9%로 급식인원수가 많

을수록 위탁급식 운영이 많았다(P＜0.001). 81.5%의 

학교는 위생원이 없었으며, 2명 이상 위생원이 있는 

경우는 위탁급식이 13.7%로 직영급식 5.5%에 비하

여 높았다(P＜0.001). 앞서 급식인원수를 살펴보았듯

이 조리원 인원수는 직영급식은 3∼7명인 경우가 

45.1%로 가장 많았고 위탁급식은 8∼12명이 48.1%
로 가장 많았다. 특히 조리원 인원수가 13명 이상인 

직영급식 학교는 9.2%에 불과했지만 위탁급식 학교

는 30.5%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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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tal (808) Self-operated (513) Contracted (295) χ
2-value

Region
Urban 623 (77.1)1) 343 (66.9) 280 (94.9)

83.5***
Non-urban 185 (22.9) 170 (33.1)  15 ( 5.1)

Service location

Classroom 159 (19.7)  79 (15.4)  80 (27.1)

17.7***Dining room 595 (73.6) 402 (78.4) 193 (65.4)

Classroom 
 + Dining room  54 ( 6.7)  32 ( 6.2)  22 ( 7.5)

Cost (won/meal)

≤1,700  15 ( 1.9)  12 ( 2.3)   3 ( 1.0)

133.1***

1,701∼2,000  23 ( 2.9)  22 ( 4.3)   1 ( 0.3)

2,001∼2,300 124 (15.4) 114 (22.3)  10 ( 3.4)

2,301∼2,600 413 (51.2) 280 (54.7) 133 (45.1)

>2,600 232 (28.7)  84 (16.4) 148 (50.2)

No. of meals (/day)

≤200  36 ( 4.5)  36 ( 7.0)   0

365.9***

201∼500 126 (15.6) 116 (22.6)  10 ( 3.4)

501∼1,000 214 (26.5) 135 (26.3)  79 (26.8)

1,001∼1,500 260 (32.2) 151 (29.4) 109 (36.9)

>1,500 172 (21.3)  75 (14.6)  97 (32.9)

Sanitation staff (persons)

0 656 (81.5) 430 (83.8) 226 (77.4)

16.5***1  81 (10.1)  55 (10.7)  26 ( 8.9)

≥2  68 ( 8.4)  28 ( 5.5)  40 (13.7)

Cooking staff (persons)

≤2  43 ( 5.3)  39 ( 7.6)   4 ( 1.4)

101.3***
3∼7 290 (35.9) 231 (45.1)  59 (20.0)

8∼12 337 (41.8) 195 (38.1) 142 (48.1)

≥13 137 (17.0)  47 ( 9.2)  90 (30.5)

Service staff (persons)
≤2 705 (87.7) 467 (91.2) 238 (81.5)

16.2***
≥3  99 (12.3)  45 ( 8.8)  54 (18.5)

1) N(%) 
***P＜0.001

Table 2.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school foodservice.

급식의 91.2%와 위탁급식의 81.5%는 배식인원이 2
명 이하이며 3명 이상인 경우는 직영급식 8.8%, 위

탁급식 18.5%로 위탁급식 학교가 배식인원이 많았

다(P＜0.001).
조사대상 학교영양사의 일반특성은 Table 3과 같

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직영급식 학교는 30대가 40.2%, 
위탁급식 학교는 20대가 79.0%로 가장 많았다. 또한 

40대는 직영급식 22.0%인 반면 위탁급식은 단지 

2.0%에 불과하였다. 근로형태는 직영급식은 정규직

이 28.7%였고, 위탁급식은 정규직이 88.8%로 나타났

다. 근무경력은 위탁급식 학교의 99.0%는 10년 미만

의 경력자가 많았고, 그 중 5년 미만인 경우는 79.3%
였다. 조사 대상 영양사의 78.0%는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고, 직영과 위탁급식 학교 영양사의 조리사 

자격증 소지 비율도 비슷하였다. 직영급식 학교 영

양사의 41.1%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30.4%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2. 학교급식 시설·설비 현황

조사대상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현황은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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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tal (808) Self-operated (513) Contracted (295) χ
2-value

Age

20s 421 (52.1)1) 188 (36.6) 233 (79.0)

144.6***
30s 262 (32.4) 206 (40.2)  56 (19.0)

40s 119 (14.7) 113 (22.0)   6 ( 2.0)

50s   6 ( 0.7)   6 ( 1.2)   0

Employment status
Regular 409 (50.6) 147 (28.7) 262 (88.8)

271.2***
Contract 399 (49.4) 366 (71.3)  33 (11.2)

Working experience
 (years)

≤5 534 (66.1) 300 (58.5) 234 (79.3)

52.6***
6∼10 195 (24.1) 137 (26.7)  58 (19.7)

11∼15  56 ( 6.9)  54 (10.5)   2 ( 0.7)

≥16  23 ( 2.8)  22 ( 4.3)   1 ( 0.3)

Chef certification
Yes 630 (78.0) 404 (78.8) 226 (76.6)

0.5
No 178 (22.0) 109 (21.2)  69 (23.4)

Academic background

Associate degree 305 (37.7) 146 (28.5) 159 (53.9)

65.6***Bachelor degree 316 (39.1) 211 (41.1) 105 (35.6)

Master's degree 187 (23.2) 156 (30.4)  31 (10.5)
1) N(%)
***P＜0.001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dietitians.

학교급식 시설 · 설비 현황은 직영급식 0.79점, 위
탁급식 0.77점으로 직영급식 학교의 시설 · 설비 구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처리구역은 

전체적으로 직영(0.83점)이 위탁(0.80점) 급식학교보

다 급식시설의 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외

부 출입구 신발소독 시설, 급식실 내 화장실의 구비, 
소쿠리 운반대, 냉동 · 냉장고(대형냉장고)의 용량 등

은 위탁보다 직영급식 학교의 구비율이 특히 높았

다(P＜0.001). 또한 전처리실의 구비율은 전처리구역 

시설 · 설비 구비율 가운데 직영 0.56점, 위탁 0.59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5). 조리구역에서는 다양

한 조리가 가능한 조리기구(콤비스티머(오븐) 등)의 

구비율은 직영급식 학교가 높았고(P＜0.001), 고무장

갑 소독고 역시 직영급식 학교의 구비율이 높았다(P
＜0.001). 반면 보온 · 보냉시설을 갖춘 배식대의 구

비율은 위탁급식 학교의 구비율이 높았다(P＜0.05, P
＜0.001). 세척구역에서는 특히 식기(밥통, 국통, 반

찬통 보관) 소독고의 구비율이 위탁급식 0.71점, 직

영급식 0.82점으로 직영급식 학교의 구비율이 높았

다(P＜0.001). 배수시설은 그리스트랩의 구비율이 직

영(0.71점)에 비하여 위탁(0.78점) 급식학교의 구비율

이 높았다(P＜0.05).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 시설 · 현
황 가운데 채광 · 조명 시설이 0.86점으로 가장 높

았고, 전처리 구역의 구비율은 0.82점, 배수시설은 

0.80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구비율이 낮은 구역은 

조리구역으로 직영급식 학교는 보냉시설을 갖춘 배

식대(0.31점), 보온시설을 갖춘 배식대(0.41점), 다양

한 조리가 가능한 조리기구(콤비스티머(오븐) 등) 
0.53점이었고, 위탁급식 학교는 보냉 시설을 갖춘 배

식대 0.37점, 다양한 조리가 가능한 조리기구(콤비스

티머(오븐) 등) 0.43점, 보온 시설을 갖춘 배식대 

0.51점이었다. 

3.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운영형태별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을 비교

한 결과, 온도관리(P＜0.05), 시간관리(P＜0.00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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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tems Total
(808)

Self-operated
(513)

Contracted
(295) T-value

Prepreparation 
  section

Prepreparation room  0.57±0.401) 0.56±0.41 0.59±0.39 −1.048*2)

Footwear sterilizers at the entrance 0.89±0.23 0.91±0.21 0.85±0.25   3.795***

Insect nets · heat suspenders 0.85±0.24 0.87±0.23 0.81±0.25   3.857***

Water supply facilities 
 (faucet, gun-type nozzle, hose, etc) 0.85±0.24 0.85±0.23 0.84±0.24   0.720*

Toilet inside the meal service room 0.83±0.30 0.86±0.27 0.79±0.35   3.401***

Worktable 0.85±0.23 0.87±0.22 0.82±0.24   2.933**

Inspection table 0.76±0.27 0.79±0.27 0.76±0.28   1.398

Delivery crate 0.85±0.23 0.88±0.22 0.82±0.25   3.694***

Freezer · refrigerator (walk-in refrigerator) 0.80±0.25 0.83±0.24 0.75±0.26   4.206***

Sink (food cleansing and tableware cleansing) 0.77±0.27 0.76±0.27 0.78±0.27 −1.042

Sink (for food cleansing use only) 0.76±0.29 0.77±0.28 0.76±0.29   0.243

Thermometer
 (digital probe thermometer or surface thermometer) 0.94±0.17 0.95±0.16 0.93±0.18   1.500

Air curtain at the entrance door 0.88±0.28 0.87±0.29 0.89±0.25 −0.982

Mean 0.82±0.13 0.83±0.13 0.80±0.14   3.055**

Cooking section

Hand sterilizing facility 0.86±0.24 0.86±0.23 0.86±0.24   0.438

Washing facility 0.82±0.27 0.82±0.27 0.82±0.26   0.279

Cooling · heating facility 0.68±0.31 0.70±0.29 0.66±0.33   1.905

Cooking equipment for various cooking 
 (combi-steamer oven, etc.) 0.49±0.44 0.53±0.44 0.43±0.43   3.301***

Hot serving units 0.45±0.43 0.41±0.43 0.51±0.42 −3.209***

Cold serving units 0.33±0.39 0.31±0.39 0.37±0.39 −2.101*

Knife · cutting board sterilizers 0.86±0.27 0.86±0.28 0.85±0.27   0.824

Rubber glove sterilizers 0.74±0.39 0.80±0.35 0.62±0.43   6.417***

Mean 0.65±0.19 0.66±0.19 0.64±0.20   1.741

Cleansing 
 section

Sink (tableware cleansing use only) 0.77±0.29 0.76±0.28 0.78±0.29 −1.001

Tableware (rice dish, soup bowl, side-dish container)
 sterilizers 0.78±0.30 0.82±0.28 0.71±0.33   5.144***

Distributing tools sterilizers 0.80±0.29 0.81±0.29 0.79±0.29   1.165

Mean 0.78±0.21 0.80±0.20 0.76±0.22   2.508*

Ventilation
 facilities

Food storage room 0.79±0.27 0.79±0.28 0.79±0.27 −0.018

Cooking section (rice cooker and frying pot) 0.82±0.25 0.83±0.25 0.80±0.26   1.684

Cleansing section (dishwasher) 0.73±0.31 0.74±0.32 0.71±0.29   1.184

Mean 0.78±0.22 0.79±0.22 0.77±0.22   1.215

Lighting facilities

Inspection · preprocessing zone 0.84±0.25 0.85±0.25 0.84±0.26   0.510

Cooking section 0.88±0.22 0.88±0.22 0.87±0.22   0.163

Mean 0.86±0.21 0.86±0.20 0.86±0.22   0.396

Table 4. Status on meal service facilities, equipments and tools by oper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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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tems Total
(808)

Self-operated
(513)

Contracted
(295) T-value

Drainage 
 facilities

Waterway between washing table and trenches 0.83±0.24 0.83±0.24 0.83±0.24 −0.088

Trenches 0.84±0.24 0.83±0.24 0.86±0.24 −1.528

Grease-trap 0.74±0.34 0.71±0.36 0.78±0.32 −2.542*

Mean 0.80±0.22 0.79±0.22 0.82±0.22 −1.967*

Mean 0.78±0.14 0.79±0.13 0.77±0.15   1.428
1) Mean±SD : Use the following for calculation: Absent: 0 point, Unsatisfactory: 0.5 point, Satisfactory: 1 point
2) Significance between self-operated and contracted
*P＜0.05, **P＜0.01, ***P＜0.001 

Table 4. Continued.

Management Contents Total
(808)

Self operated
(513)

Contracted
(295) T-value

Temperature
 management

Inspect according to food type temperature standard 4.03±0.651) 4.12±0.60 3.87±0.70   5.328***2)

Maintain․confirm temperature levels; refrigerators (below 5oC), 
 freezers (below −18oC) 4.26±0.80 4.29±0.81 4.22±0.79   1.072

Food that requires temperature management must be refrigerated ·
 frozen until it is used 3.93±0.91 3.88±0.91 4.02±0.90 −2.125*

While cooking, standard cooking temperatures for various food types
 are recorded 4.02±0.85 4.07±0.83 3.91±0.87   2.610*

After cooking and before consumption, temperature of refrigerated food
 is below 10oC and hot food is over 57oC 3.59±0.98 3.62±0.96 3.52±1.00   1.401

Mean 3.97±0.56 4.00±0.54 3.91±0.60   2.087*

Time 
 management

Food products are inspected as soon as they are delivered 4.17±1.09 4.62±0.62 3.37±1.25  18.839***

Food products are not left alone in room temperature for more than
 30 minutes 3.76±0.94 3.92±0.87 3.48±0.99   6.623***

Frozen products that have melted but are below 10oC are used
 immediately 3.71±1.11 3.88±1.06 3.43±1.15   5.564***

Completion of cooking time is accurately recorded 3.80±0.88 3.90±0.87 3.62±0.88   4.378***

Consumption of food must be completed within 2 hours of cooking 4.42±0.73 4.49±0.68 4.30±0.80   3.575***

Mean 3.97±0.63 4.16±0.52 3.64±0.68  12.252***

Cross-
 contamination 
 prevention

General working section and sanitation section are clearly classified
 and prepreparation, cooking, and equipment cleansing are carried out
 at different sections

3.54±1.09 3.57±1.08 3.49±1.11   0.971

Knife, cutting board, rubber gloves, and food-handling tools must be
 classified and used separately for raw and cooked foods 4.24±0.75 4.28±0.72 4.16±0.78   2.206*

Whenever a working process changes, hand washing and sterilization is
 carried out and rubber gloves must be properly used and looked after 3.97±0.79 4.00±0.77 3.90±0.80   1.689

Left-over food must not be mixed with new food 3.84±0.97 3.95±0.92 3.66±1.02   4.102***

Food must be covered up after cooking, to prevent cross-
 contamination 4.36±0.67 4.41±0.69 4.28±0.64   2.459*

Mean 3.99±0.58 4.04±0.57 3.90±0.59   3.339***

Table 5. Analysis of hygiene duties' performance level by oper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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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ontents Total
(808)

Self-operated
(513)

Contracted
(295) T-value

Storage 
 management

Temperature · moisture level in food products' storage location is maintained 3.71±0.861) 3.71±0.87 3.71±0.85   0.133

Food products are stored separately from non-food products 4.27±0.81 4.28±0.84 4.27±0.76 −0.004

Food storage shelves must be at least 15cm away from the floor and
 wall so  that it is easy to clean 4.12±0.88 4.11±0.81 4.15±0.83 −0.537

Stored food products are displayed so that its expiration date is easy to
 read 4.33±0.73 4.28±0.78 4.41±0.65 −2.549*2)

Food products are stored in a way that a FIFO method can be practiced 4.51±0.59 4.51±0.60 4.51±0.57 −0.184

Mean 4.19±0.55 4.18±0.57 4.21±0.52 −0.852

Personal
 hygiene
 management

Cooking staff receive health inspection twice a year and its data are
 recorded · stored for two years 4.79±0.46 4.81±0.43 4.75±0.49   1.876

Hygiene education for the cooking staff and food product suppliers is
 performed, and  evaluation of cooking staff is being carried out 4.57±0.62 4.59±0.62 4.54±0.62   1.110

Cooking staff's personal hygiene must be inspected and recorded before
 work 4.37±0.76 4.39±0.76 4.32±0.76   1.298

Person in charge of food supply must perform hand washing and
 sterilization, and must wear clean apron, hair nets, and sanitation mask 4.32±0.75 4.37±0.76 4.24±0.72   2.268*

Cooking staff with a wound or concern for infection must be excluded
 from work 4.19±0.90 4.24±0.90 4.11±0.89   1.840

Mean 4.45±0.49 4.48±0.49 4.40±0.50   2.386*

Tools ·
 equipments'
 hygiene
 management

Cleanliness of trays, cooking tools, side-dish containers, and delivery
 automobiles are routinely inspected 4.06±0.80 4.07±0.80 4.05±0.81   0.321

Cooking equipment is taken apart and cleansed · sterilized after being used 4.34±0.71 4.40±0.68 4.23±0.74   3.259***

Knife, cutting board, dishcloth, stainless tools, and kitchen instruments are
 sterilized more than once per day 4.57±0.63 4.60±0.61 4.51±0.65   2.050*

Refrigerators · freezers are sterilized everyday 3.82±0.96 3.73±0.96 3.99±0.94 −3.785***

Tools · equipments that are broken or out of order are instantly repaired 3.71±0.90 3.79±0.85 3.59±0.95   3.085**

Mean 4.10±0.58 4.12±0.55 4.07±0.62   1.025

Mean 4.11±0.42 4.16±0.41 4.02±0.43   4.569***
1) Mean±S.D, A Likert-type 5 point scale (1 point: hardly being executed∼5 points: being executed very well)
2) Significance between self-operated and contracted
*P＜0.05, **P＜0.01, ***P＜0.001 

Table 5. Continued.

차오염관리(p＜0.001), 개인위생관리(p＜0.05), 기기 · 
설비 위생관리(P＜0.001)는 위탁급식 학교에 비하여 

직영급식 학교의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이 높았다. 
온도관리 영역에서는 ‘식품별 온도 기준에 적합하게 

검수한다’는 항목은 직영급식 4.12점, 위탁급식 3.87
점으로 직영급식 학교의 수행수준이 특히 높았다(P

＜0.001). 반면 ‘온도관리를 요하는 식재료는 전처리

하기 전까지 냉동 · 냉장 보관한다’는 항목은 직영

급식(3.88점) 학교에 비하여 위탁급식(4.02점) 학교의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05). 시간관리 영역

의 ‘식재료는 납품과 동시에 검수를 실시한다’, ‘식
재료는 30분 이상 실온에 방치하지 않는다’, ‘냉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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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Contents Total
(808)

Self-operated
(513)

Contracted
(295) T-value

Leadership

School headmaster's interest in HACCP system is determined  3.13±1.041) 3.24±1.03 2.94±1.02   3.915***2)

Knowledge on HACCP is shared with students' parents through printed
 materials, bulletin board, homepage and etc. 3.32±0.99 3.45±0.97 3.08±1.00   5.106***

Bulletin board, printed materials, homepage etc. provides school meal
 service information for internally ․ externally related person 4.06±0.79 4.14±0.76 3.91±0.82   4.027***

Our school's meal service instruct duties according to a consistent
 framework 3.81±0.83 3.90±0.79 3.63±0.85   4.538***

    Mean 3.58±0.67 3.68±0.65 3.39±0.68   6.018***

Table 6. Performance level of TQM-based HACCP system by operation type.

품이 녹았으나 10oC 이하이면 즉시 사용한다’, ‘조리 

완료 시간을 정확히 기록한다’, ‘조리 후 음식은 2시
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한다’의 모든 항목에서 직영

급식 학교의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이 높았다(P
＜0.001). 교차오염 관리 영역에서는 특히 ‘배식하던 

통에 남은 음식을 새로운 배식통의 음식에 부어 배

식하지 않는다’의 항목에서 직영급식(3.95점) 학교의 

수행수준이 위탁급식(3.66점) 학교보다 높았다(P
＜0.001). 또한 ‘조리 후 식품은 덮개 사용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한다’는 항목 역시 직영급식(4.41점) 학

교가 위탁급식(4.28점) 학교보다 수행수준이 높았다

(P＜0.05). 저장관리 영역은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직영급식(4.18점) 학교에 비하여 위탁급식(4.21점) 학
교의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이 높았다. 특히 ‘보관 

식품의 유통기간이 보이도록 진열한다’는 항목은 직

영급식(4.28점) 학교에 비하여 위탁급식(4.41점) 학교

의 수행수준이 높았다(P＜0.05). 개인위생관리 영역은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 6개 영역 가운데 직영(4.48
점), 위탁급식(4.40점) 학교 모두에서 수행수준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리종사자는 년 2회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2년간 기록 · 보존한다’의 항목은 

평균 4.79점으로 위생직무표준 30개 항목 가운데 가

장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기기 · 설비 위생관

리 영역은 운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냉
장 · 냉동고는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항목에서는 

직영급식(3.73점) 학교에 비하여 위탁급식(3.99점) 학
교의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001). 반면 ‘고

장난 설비 · 기구는 즉각 수리한다’는 항목은 직영

급식(3.79점) 학교가 위탁급식(3.59점) 학교에 비하여 

수행수준이 높았다(P＜0.01).

4.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

1)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 

운영 형태별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 비교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QM에 근거

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은 직영(3.60점)과 

위탁(3.42점) 간 정보와 분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서 수행수준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P＜ 

0.001). 직영급식 학교에서 평균보다 낮은 수행수준

을 보인 영역은 전략개발(3.58점), 인적자원(3.47점), 
정보와 분석(3.18점) 영역으로 나타났다. 위탁급식 학

교는 리더십(3.39점), 인적자원(3.30점), 정보와 분석

(3.13점), 고객만족도(3.39점) 영역이 평균 수행수준

보다 낮았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리더십 영역 

중 ‘HACCP 시스템 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가 

확고함’ 항목은 직영 3.24점, 위탁 2.94점(P＜0.001), 
‘HACCP에 대한 지식을 유인물,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학부모들과 공유함’ 항목 

역시 직영 3.45점, 위탁 3.08점으로 직영급식 학교의 

수행수준이 높기는 했지만 리더십 영역의 평균 수

행수준보다 낮았다(P＜0.001). 전략개발 영역에서는 

‘HACCP 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략개발을 

하고 있음’ 항목은 직영 3.18점, 위탁 3.16점,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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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Contents Total
(808)

Self-operated
(513)

Contracted
(295) T-value

Strategies

HACCP is fully reflected on school meal service management plans 4.16±0.73 4.23±0.71 4.03±0.73   3.887***

A framework is being developed for a successful management of HACCP
 system 3.17±0.85 3.18±0.84 3.16±0.86   0.324

A forecast of expected results from HACCP system management exists 3.32±0.80 3.37±0.80 3.22±0.78   2.651**

Development on achievement plans and methods for HACCP system is
 established 3.45±0.83 3.51±0.82 3.33±0.82   3.149**

    Mean 3.52±0.64 3.58±0.63 3.43±0.63   3.066**

Human
 resources

HACCP is being reflected in educating employees and improving training
 data 4.00±0.78 4.08±0.73 3.86±0.84   3.865***

Obstacles on HACCP systems' performance is grasped and is being
 improved 3.33±0.91 3.42±0.92 3.18±0.88   3.499***

Students, school staffs and cooking personnel understand the requirements
 in HACCP system management 2.90±1.01 2.92±1.03 2.87±0.97   0.718

      Mean 3.41±0.72 3.47±0.71 3.30±0.73   3.206***

Data and
 analysis

Based on food related data on other schools' meal services, suppliers, and
 HACCP data, strategic partnership is devised 3.33±0.92 3.35±0.91 3.28±0.95   1.038

Results of HACCP system management is being systematically monitored 
 (analysed) 3.14±1.01 3.17±1.02 3.09±0.98   1.053

Data and related information needed for HACCP system management is
 well organized 3.02±1.02 3.02±1.00 3.02±1.04 −0.083

     Mean 3.16±0.78 3.18±0.76 3.13±0.81   0.827

Customer
 satisfactory
 level

HACCP execution positively influences students and school staffs'
 satisfactory level 3.48±0.87 3.58±0.87 3.31±0.86   4.362***

Students and school staff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food and
 service 3.76±0.70 3.80±0.69 3.68±0.73   2.235*

HACCP performance positively influences employees' job satisfaction 3.33±0.84 3.41±0.82 3.19±0.85   3.600***

      Mean 3.52±0.66 3.60±0.65 3.39±0.65   4.274***

Process
 control

Food products' suppliers are cooperative in HACCP system management
 (Abide by inspection level when supplying) 3.80±0.76 3.88±0.74 3.68±0.77   3.634***

Inspection of food products and food production processes actively
 perform HACCP standards 3.91±0.74 4.02±0.70 3.73±0.78   5.532***

HACCP is reflected on food supply and its execution 3.84±0.77 3.93±0.74 3.68±0.80   4.465***

      Mean 3.85±0.66 3.94±0.62 3.69±0.70   5.159***

Valuation

HACCP system is being reflected on school meal service valuation 3.62±0.90 3.72±0.87 3.43±0.93   4.465***

School meal service has a clear HACCP structure 3.75±0.90 3.79±0.88 3.67±0.92   4.446***

School meal service's employees are fully aware of and take
 responsibility for HACCP duties 3.61±0.89 3.68±0.90 3.49±0.88   1.723

      Mean 3.66±0.72 3.73±0.71 3.53±0.72   3.735***

Mean 3.53±0.55 3.60±0.53 3.42±0.56   4.721***
1) Mean±S.D, A Likert-type 5 point scale (1 point: hardly being executed∼5 points: being executed very well)
2) Significance between self-operated and contracted
*P＜0.05, **P＜0.01, ***P＜0.001 

Table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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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Contents Total
(808)

Self-operated
(513)

Contracted
(295) T-value

Menu planing Menu planing 4.40±0.611) 4.41±0.59 4.38±0.66  0.695

PHF process control

Cooking procedures of potentially hazardous foods 4.33±0.73 4.38±0.68 4.24±0.81  2.545*2)

Recording CCP sheets 4.38±0.77 4.33±0.77 4.46±0.75 −2.443*

Mean 4.35±0.59 4.35±0.56 4.35±0.63 −0.010

Inspection Compliance of the inspection criteria 4.24±0.82 4.25±0.82 4.23±0.85  0.402

Refrigerator/freezer temperature Temperature records control 4.52±0.62 4.54±0.51 4.48±0.64  1.255

Cleaning/sterilization of
 vegetables and fruits Sterilization of vegetables and fruits 4.48±0.66 4.51±0.63 4.43±0.70  1.558

Food Handling and sterilization
 process

Classification of food handling container 4.51±0.62 4.54±0.60 4.46±0.65  1.783

Measuring the core temperature after cooking (Heating) 4.39±0.70 4.45±0.65 4.28±0.78  3.427***

Mean 4.45±0.58 4.50±0.54 4.37±0.62  3.044**

Process of transporting and
 distributing food

Confirming the cleanliness of foodservce distribution
 and foodservice utensils 4.09±0.80 4.13±0.81 4.03±0.77  1.738

Optimum distribution temperature and recording 3.75±0.93 3.82±0.90 3.63±0.97  2.713*

Mean 3.92±0.72 3.97±0.72 3.83±0.72  2.704*

Cleansing · sterilization of food
 contact surfaces Cleansing · sterilization of food contact surfaces 4.19±0.85 4.18±0.88 4.20±0.80 −0.302

Mean 4.32±0.46 4.34±0.45 4.28±0.48  1.625
1) Mean±S.D, A Likert-type 5 point scale (1 point: hardly being executed∼5 points: being executed very well)
2) Significance between self-operated and contracted
*P＜0.05, **P＜0.01, ***P＜0.001 

Table 7. Analysis of CCPs by operation type.

시스템 운영으로 기대되는 성과에 대한 예측을 가

지고 있음’ 항목은 직영 3.37점, 위탁 3.22점(P＜0.01)
으로 직영, 위탁급식 학교의 전략개발 영역 평균 수

행수준 점수보다 낮았다. 인적자원 영역은 특히 ‘학
생, 교직원 및 조리원을 대상으로 HACCP 시스템운

영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있음’ 항목은 직영 

2.92점, 위탁 2.87점으로 TQM에 근거한 HACCP 시

스템 활동 수행수준 23개 세부항목 중 가장 수행수

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CCP 시스템 

수행에 따른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 

있음’ 항목 역시 직영 3.42점, 위탁 3.18점으로 평균 

수행수준보다 낮았다(P＜0.001). 정보와 분석 영역은 

3개 항목 모두에서 영역 평균 수행수준보다 낮았는

데, ‘타 학교급식소 및 납품업체에 식품관련 정보, 
HACCP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도모함’ 
항목은 직영 3.35점, 위탁 3.28점, ‘HACCP 시스템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분석) 하고 있음’ 

항목은 직영 3.17점, 위탁 3.09점이었고, ‘HACCP 시
스템 운영에 필요한 data 및 관련 정보의 정리가 잘 

되어 있음’ 항목은 직영과 위탁 모두 3.02점으로 정

보와 분석 영역의 수행수준 가운데 가장 낮았다. 고
객만족도 영역은 ‘HACCP 수행은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항목이 직영 3.58점, 위

탁 3.31점으로 영역 평균 수행수준보다 낮았다(P
＜0.001). 또한 ‘HACCP 수행은 종사원의 직무만족도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줌’ 항목은 직영 3.41점, 위탁 

3.19점으로 영역 평균 수행수준보다 낮았다(P＜0.001).

2) CCP 수행수준 

CCP 수행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CCP 수행수준은 직영 4.34점, 위탁 4.28점으로 직영

급식 학교의 CCP 수행수준이 높았다. PHF 공정관리 

영역에서는 ‘PHF 공정관리’는 직영 4.38점, 위탁 

4.24점으로 직영급식 학교의 CCP 수행수준이 높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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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s A1) B C D E F G

Temperature management 0.306** 0.328** 0.268** 0.285** 0.232** 0.297** 0.317**

Time management 0.433** 0.387** 0.353** 0.299** 0.395** 0.429** 0.380**

Cross · contamination prevention 0.462** 0.372** 0.334** 0.337** 0.403** 0.442** 0.366**

Storage management 0.221** 0.314** 0.321** 0.286** 0.175** 0.229** 0.291**

Personal hygiene management 0.308** 0.315** 0.262** 0.251** 0.270** 0.303** 0.285**

Tools · equipments' hygiene management 0.339** 0.358** 0.303** 0.345** 0.296** 0.336** 0.328**

Menu planning 0.289** 0.306** 0.298** 0.319** 0.280** 0.351** 0.300**

Process control for potentially hazardous food 0.284** 0.291** 0.314** 0.309** 0.256** 0.315** 0.297**

Inspection 0.157** 0.144** 0.232** 0.200** 0.110** 0.158** 0.251**

Refrigerator/freezer temperature 0.233** 0.224** 0.287** 0.207** 0.201** 0.256** 0.229**

Cleaning/sterilization of vegetables and fruits 0.267** 0.289** 0.294** 0.249** 0.275** 0.336** 0.293**

Food handling and sterilization process 0.364** 0.322** 0.302** 0.303** 0.349** 0.398** 0.343**

Process of transporting and distributing food 0.262** 0.341** 0.319** 0.340** 0.276** 0.286** 0.341**

Cleansing/sterilization of food contact surfaces 0.188** 0.216** 0.278** 0.257** 0.169** 0.230** 0.234**
1) A: Leadership, B: Strategies, C: Human resources, D: Data and analysis, E: Customer satisfactory level, F: Process control, G: Valuation
**P＜0.01 by Pearson coefficient

Table 8. Correlation among hygiene duties', CCP performance level and performance level of TQM-based HACCP system.

＜0.05) 반면 ‘CCP 기록지 작성’은 직영 4.33점 위탁 

4.46점으로 위탁급식 학교의 수행수준이 높았다(P＜ 

0.05). 식품취급 및 소독과정에서는 ‘가열 조리 후 중

심온도 측정’에서 직영 4.45점, 위탁 4.28점으로 직

영급식 학교의 수행수준이 높았다(P＜0.001). 운반 및 

배식과정에서 ‘적온 배식 및 기록’은 직영 3.82점, 
위탁 3.63점으로 직영급식 학교의 CCP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0.05). 직영, 위탁 급식 학교의 CCP 
수행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은 냉장 · 냉동 온도 영

역의 ‘온도 기록 관리’ 항목과 식품 취급 및 조리과

정 영역의 ‘식품 취급 용기 구분’ 항목으로 나타났다.

5. 위생직무표준, CCP 수행수준,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간 상관관계

위생직무표준, CCP 수행수준,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간 상관관계는 Table 8에 제

시하였다.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수행

수준은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 및 CCP 수행수준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의 시간관리와 교차오염관

리 영역 및 CCP 수행수준의 식단작성, PHF 공정관

리, 식품취급 및 소독과정 영역의 수행수준이 높을

수록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

준의 리더십, 전략개발 영역의 수행수준이 높았다

(P＜0.01). 또한 위생직무표준의 교차오염 영역과 

CCP 수행수준의 운반 및 배식과정 수행수준은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의 

인적자원, 정보와 분석 영역의 수행수준과 높은 상

관관계가 있었다(P＜0.01).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

의 시간관리, 교차오염관리 영역과 CCP 수행수준

의 식단작성, 식품취급 및 소독과정 영역은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의 고객만족

도 및 공정관리 영역과 높은 상관성이 있었고(P
＜0.01),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의 시간관리, 교차

오염 관리 영역과 CCP 수행수준의 식품취급 및 소

독과정과 운반 및 배식과정 영역의 수행수준이 높

을수록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

수준의 공정관리, 평가 영역의 수행수준이 높았다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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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1. 학교급식 시설 · 설비 현황

학교급식 시설 · 설비 구비율은 조리구역이 가장 

낮았다. 특히 직영 · 위탁급식 학교 모두에서 ‘보온 

· 보냉시설을 갖춘 배식대’ 구비율과 ‘다양한 조리가 

가능한 조리기구(콤비스티머(오븐) 등)’의 구비율이 

낮았다. 직영급식 학교는 식당 배식 비율(78.4%)이 

위탁급식 학교(65.4%)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온

배식을 위한 시설 · 설비 구비율이 낮아 이의 개선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다양한 조리법의 

활용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직영, 특히 위탁급식 학교의 조

리구역에 필요한 급식기구 · 설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처리 구역에서 급식실 내 화장

실 구비율이 직영에 비하여 위탁급식 학교가 유의

적으로 낮았다. 이는 교차오염 등 조리종사원의 개

인위생 관련성이 높아 위탁급식 학교의 화장실 구

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척구

역에서는 식기(밥통, 국통, 반찬통 보관) 소독고가 

직영에 비하여 위탁급식 학교의 구비율이 유의적으

로 낮으므로 이의 개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은 시간관리와 교차오염 관

리의 수행수준이 직영과 비교하여 특히 위탁급식 

학교의 수행수준 개선이 필요하였다. ‘식재료는 납

품과 동시에 검수를 실시한다’, ‘식재료는 30분 이상 

실온에 방치하지 않는다’, ‘냉동식품은 녹았으면 

10oC 이하이면 즉시 사용한다’, ‘조리 완료 시간을 

정확히 기록한다‘, ‘조리 후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배

식을 완료한다’, ‘배식하던 통에 남은 음식을 새로운 

배식통의 음식에 부어 배식하지 않는다’, ‘조리 후 

식품은 덮개 사용으로 2차 오염을 방지한다’ 항목은 

위탁급식 학교의 수행수준이 낮아 이에 따른 위생

교육과 수행수준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

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온도관리 영역은 

앞서 급식 시설 · 설비 현황에서 적온배식을 위한 

기구의 구비율이 낮다고 하였는데, 위생직무표준 수

행수준 30개 항목 가운데 온도관리 영역의 ‘조리 후 

배식 전까지 냉장보관 음식은 10oC 이하, 열장음식

은 57oC 이상으로 온도 유지를 한다’는 항목과 CCP 
수행수준의 운반 및 배식과정의 ‘적온배식 및 기록’ 
항목의 수행수준이 가장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Chong & Kwak(2000)의 연구에서 

온도관리의 수행정도는 2.66점, Koh 등(2004)의 전남

지역 초, 중, 고등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위생

관리 실태 조사에서 시간 및 온도관리 수행수준은 

평균 3.76점이었다. Moon 등(2004)은 사업체와 학교

의 위탁급식소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위생 직무 수행수준 평가에서 배식 온도와 소요시

간 확인 수행수준은 영양사 3.96점, 조리종사원 3.35
점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온도관리 수행수준은 

직영 4.00점, 위탁 3.91점이었다. Kim & Kim(2000)은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음식 품질관리 연

구에서 미생물적 품질상태를 분석한 결과 온도별 

시간에 따라 총 균수, 대장균수가 급격히 증가하였

으며 급식소에서의 미생물은 생육 조건에 노출되는 

시간, 즉 실온 방치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 시기와 대상에 따른 차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관리에 대한 수행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변화로 사료된다. 개인위

생 관리는 위생직무표준 6개 영역 중 직영(4.48점), 
위탁급식(4.40점) 학교 모두에서 가장 수행수준이 높

았다. 그러나 ‘상처 및 감염의 우려가 있는 조리종

사자는 작업에서 제외한다’ 항목은 직영보다 위탁급

식 학교의 점수가 낮아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기기 · 설비 위생관리는 ‘조리 기기들은 사용 후 

분리하여 세척 · 소독한다’, ‘도마, 칼, 행주, 스텐레

스 용기, 주방기기는 1일 1회 이상 소독한다’, ‘고장

난 설비 · 기구는 즉각 수리한다’는 항목은 직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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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위탁급식 학교의 수행수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3.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은 

7개 영역 가운데 정보와 분석 영역의 ‘HACCP 시스

템 운영에 필요한 data 및 관련 정보의 정리가 잘 

되어 있음’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직영급식 

학교의 수행수준이 높았다. 수행수준 점수가 평균 

이상인 영역은 직영급식 학교의 경우 리더십, 고객

만족도, 공정관리, 평가 영역이었고, 위탁급식 학교

는 전략개발, 공정관리, 평가 영역이었다. 직영과 위

탁급식 학교는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인적자원, 정보와 분석 영

역이 취약하였고, 특히 인적자원영역의 ‘학생, 교직

원 및 조리원을 대상으로 HACCP 시스템 운영에 대

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있음’ 항목은 정보와 분석 영

역의 ‘HACCP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data 및 관련 

정보의 정리가 잘 되어있음’ 항목과 수행수준이 매

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직영은 전략개

발, 위탁은 리더십, 고객만족도 영역의 수행수준이 

특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에서 전략개발은 조직의 비전, 임무, 지

침, 포괄적 목표와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또한 정보와 분

석 영역은 객관적 자료 분석에서 나온 정보는 직원

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업무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활

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급식 환경, 내 · 외
부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학교급식의 경

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개발과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 · 활용하여 성과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며, 이러한 자료 및 정보는 품질개선 및 의사

결정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위탁급식 학교의 리더십 영역 수행수준에서 

‘HACCP 시스템 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가 확고

함’ 항목은 2.94점으로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

템 활동 수행수준 전체 23개 항목 가운데 인적자원 

영역의 ‘학생, 교직원 및 조리원을 대상으로 HACCP 
시스템 운영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있음’ 항목

과 함께 가장 수행수준이 낮아 개선이 절실해 보인

다. 아울러 최근 들어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은 높아졌으나 HACCP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반영

하여 운영되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Kim 등(2004)의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초등학교 교사에 비하여 중 · 고등학교 교

사들은 학교급식을 교육적 활동으로 인식하기보다

는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하였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점심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반면 중 · 고등학교는 조식 · 중식 · 석식 등 

제공되는 급식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고, 초등학교에 

비하여 중 ·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교과 성

적에 더욱 관심이 있어 급식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인식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

준의 리더십, 전략개발 영역의 수행수준이 낮은 것

은 이러한 원인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급식 

운영 핵심 인력인 영양사의 교사로서의 역할과 중·
고등학교 교직원의 급식에 대한 인식을 교육적 관

점으로 바꾸기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와 연수, 아울

러 중 ·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가운데 공정관리 영역의 수행수준은 직영 3.94점, 위
탁 3.69점으로 7개 영역 가운데 가장 수행수준이 높

았다. 공정관리는 특히 식품 취급 및 조리단계의 핵

심 공정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공정관리의 상대적인 

높은 수행수준은 2000년 이후 학교급식에 HACCP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오랜 노력의 긍정적 측

면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CCP 수행수준은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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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수행수준이 높았다. ‘PHF 공정관리’, ‘가열조리 

후 중심온도 측정’, ‘적온배식 및 기록’ 항목은 직영

과 비교하여 위탁급식 학교의 수행수준 개선이 필

요하였고, ‘CCP 기록지 작성’은 직영급식 학교의 수

행수준이 낮아 위생교육을 통한 실제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생직무표준,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

동, CCP 수행수준 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의 시간관

리와 교차오염관리 영역 및 CCP 수행수준의 식단작

성, 식품취급 및 소독, 운반 및 배식 과정 영역은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의 리

더십, 전략개발, 인적자원, 정보와 분석, 고객만족도, 
공정관리, 평가 등 모든 영역의 수행수준이 높을수

록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급식 환경 내 · 외부 고

객의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학교급식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영양사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급식서비스 품질을 향

상하기 위한 목표 설정, 이와 연계된 급식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

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고 유지함으로써 위생관리 측면의 상승효과를 가

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급식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 고급화 추세이므로 학교급식

의 고품질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관계자들

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달

성하기 위해서는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

동 수행수준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은 대형화되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 대비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

교급식을 위한 ‘질 중심의 내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급식 운영특성에 

따른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과 위생관

리 수행수준을 분석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의 문제

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8
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전체 2,271명의 학교영

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808개교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학교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직영 513

교(63.5%), 위탁 295교(36.5%)로 이 중 77.1%는 

도시형이고, 22.9%는 비도시형으로 나타났다. 1
식당 급식비는 직영 급식학교는 2,301∼2,600원이 

54.7%로 가장 많았고, 위탁 급식학교는 2,600원 

이상이 50.2%로 직영 급식학교에 비하여 위탁 

급식학교의 급식비가 더 많았다(P＜0.001). 급식

인원수 500명 이하는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었

고, 1,500명 이상은 직영 급식운영 비율이 14.6%, 
위탁 급식 32.9%로 급식인원수가 많을수록 위탁 

급식운영 비율이 높았다(P＜0.001). 학교영양사의 

연령대는 직영 급식학교는 30대가 40.2%로 가장 

많았고, 위탁 급식학교는 20대가 79.0%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영양사의 78.0%는 조리사 자

격증을 소지하였고, 직영급식 학교영양사의 

41.1%는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30.4%는 석사 이

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2. 전처리구역의 외부 출입구 신발소독 시설, 급식

실 내 화장실의 구비, 소코리 운반대, 냉동 · 냉

장고(대형냉장고)의 용량 등은 직영급식학교의 구

비율이 높았고, 전처리실의 구비율은 위탁급식 

학교가 약간 높았으나, 전처리구역에서는 가장 

낮았다. 조리구역에서는 고무장갑소독고의 구비

율은 직영이 높았고, 식기(밥통, 국통, 반찬통 보

관)소독고의 구비율도 직영급식 학교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채광 · 조명시설의 구비율이 가장 높

았고, 가장 낮은 구역은 조리구역으로 직영과 위

탁급식 학교 모두에서 보냉시설을 갖춘 배식대로 

나타났다.   
3.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을 비교한 결과 저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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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탁 급식학교의 수행수준이 4.21점으로 직영 

급식학교 4.18점보다 약간 높았고, 온도관리(P＜ 

0.05), 시간관리(P＜0.001), 교차오염관리(P＜0.001), 
개인위생관리(P＜0.05) 영역은 위탁 급식학교에 

비하여 직영 급식학교의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

이 높았다. 직영 급식 학교의 전체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은 4.16점이고, 위탁 급식 학교는 4.02점
이었다(P＜0.001).

4.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 비

교 결과, 정보와 분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직영과 위탁 급식학교 간의 수행수준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1, P＜0.001). 직영 급식학교의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은 

평균 3.60점으로 이보다 낮은 수행수준을 보인 

영역은 전략개발, 인적자원, 정보와 분석 영역이

었다. 위탁급식 학교의 전체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 평균은 3.42점으로 

나타났고, 이 중 리더십, 인적자원, 정보와 분석, 
고객만족도 영역의 수행수준이 평균보다 낮았다. 
직영과 위탁 급식학교 공통으로 전체 TQM에 근

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영역은 인적자원, 정보와 분석 영역이었다. 
운영형태별 CCP 수행수준 분석 결과 직영 급식

학교는 4.34점, 위탁 급식학교는 4.28점으로 직영 

급식학교의 CCP 수행수준이 높았다. TQM에 근

거한 HACCP 시스템 활동수행수준은, 위생직무표

준 수행수준 및 CCP 수행수준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 직영급식 학교는 적온배식을 위한 

시설 · 설비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위탁급식학교는 

특히 조리구역에 필요한 급식기구 · 설비의 개선과 

전처리 구역의 화장실 구비, 세척구역의 식기소독고

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위탁급식 학교의 위생직무표

준 수행수준은 특히 온도관리와 교차오염관리 영역

의 수행수준이 직영급식 학교에 비하여 낮아 개선

이 필요하였다.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은 특히 전략개발, 인적자원, 정보와 분석 

고객만족도 영역의 일부 항목이 수행수준이 낮아 개

선이 필요하였다.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

동 수행수준이 높을수록 위생직무표준 수행수준과 

CCP 수행수준이 높았고, 따라서 직영, 위탁급식 학

교는 리더십, 전략개발, 인적자원, 정보와 분석, 고

객만족도 영역의 수행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위탁급식 

학교는 직영급식 학교와 비교하여 급식인원수가 많

고 근무하는 영양사의 연령대는 20대로 낮았다. 따

라서 TQM에 근거한 HACCP 시스템 활동 수행수준

의 영양사 리더십 영역의 수행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CCP 수

행수준에 있어 직영급식 학교는 PHF 공정관리와 식

품접촉 표면의 세척 및 소독 영역의 수행수준 향상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위탁급식 학교는 식품취

급 및 소독과정과 운반 및 배식과정 수행수준의 향

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2009년 말까지 1,166개교를 직

영으로 전환하여 직영 급식률 97.3%를 목표로 하였

으나, 2010년 2월 현재 90.8%에 그쳐 빠른 시일 내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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