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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risk factors to ensure food safety by evaluating cook supervisors’ per-

ceived performance of vegetable safety management at Korean food restaurants in Daegu. Recognition of the 

potential foodborne illness caused by vegetables was 2.60/5 on average. Inspection items with low scores by 

respondents during food safety inspection by government agencies were “Wash and sanitize vegetables” and 

“Keep washed and cut vegetables in the refrigerator”. As for storage, perceived performance of “Store vegeta-

ble in the refrigerator less than 70% of the refrigerator capacity” scored less than 4 out of 5. About 86% of 

respondents answered “Water-only washing” for vegetable washing. For perceived performance of vegetable 

cooking, service, and leftover handling, 11 and three items out of 13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size of restaurants and possession of culinary arts certificates, respectively. Based on results, it is nec-

essary to provide food safety training programs for handling vegetables in order to increase knowledge of 

cook supervisors. In addition, intensive on-site guidance for safety management of vegetables is needed.

Key words : safety management, performance of cook supervisors, vegetables, culinary arts certificate, Korean 

food restaurants

서 론

세계 각 나라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자국의 

민족음식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우리

나라도 2009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가 “한식 세계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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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009). 통

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외국인 방문객수는 

10,135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Statistics 

Korea 2016), 대구시는 천만 명 관광객 유치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70천명의 외국인이 

방문하였다(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5). 

천만 명 관광객 유치기반을 위해서 우수 음식점 인

증 등 지역음식을 육성하여 관광도시에 걸맞은 사

회적 책임의 실천이 필요하나, 많은 연구에서 한식

당은 위생, 서비스 등에 한계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식당 종사자 스스로는 ‘위생관리’ 

수행도에 대해 4.51/5점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나(Yi 등 

2015), 내외국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연구

에서는 위생적인 서비스, 메뉴의 전문성, 청결상태 

등에서 불만족이 많았다(Choi & Kim 2015). 또한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연구에서 한식당의 위생관리 취약 항목으로 

손 씻기 및 작업복 위생상태 불량과 같은 개인위생

과 조리하던 손으로 냉장고 손잡이를 만지는 행위가 

지적되었다(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0). 

국내 식중독 발생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총 3,051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장소별로 볼 때 식품접객업소는 1,594건으로 전체 발

생건수의 52.2%를 차지하였다. 대구지역은 동일 기간 

총 107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식품접객업소는 65건

(60.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2016). 원인식품별 

현황에서는 2012년 채소류 및 그 가공식품은 24건

(43.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어패류 

및 그 가공식품, 복합조리식품 순으로 나타났다(MFDS 

2013). 채소류는 Salmonella, Escherichia coli O157:H7, 

Shigella, Listeria monocytogenes, Bacillus cereus, Hepatitis 

A, Norovirus에 의한 식중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Burnett & Beuchat 2001), 2014년 국내 

역학조사 database에서는 식중독 총 409건 중 주된 

원인균이 Norovirus와 E. coli이었으며, 이들이 검출

된 주요 식품은 채소, 배추김치, 오이김치, 열무김치

로 나타났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CDC 2015). 미국의 경우 2004년에

서 2008년까지 발생한 식중독 중 127건이 채소와 관

련되어(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 CDC 2011a) 식중독 유발 10대 식품으로 엽채류

가 지목되었다(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2009). 각 나라별로 식중독 사고의 원인식품으로 채

소류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데(Sodha 등 2011; 

Callejón 등 2015) 미국에서는 시금치, 멕시코산 푸른 

고추, 멜론, 새싹 등에서 E. coli O157:H7과 Salmonella
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하였다(US CDC 2006; 

US CDC 2008; US CDC 2011b). 독일에서는 2011년 

E. coli O104에 의해 4,321명의 감염자와 50명의 사

망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종자로 생산한 새싹으로 밝혀졌다(Robert Koch Institute 

2011). 또한, 일본에서 2011년 E. coli O157:H7이 원

인으로 판명된 채소 및 그 가공식품에 의한 식중독

의 26%가 채소나 채소샐러드에 의한 것이었다(Japan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Fare 2011). 

채소류는 재배, 수확, 가공, 유통, 조리과정 중 다

양한 식중독균에 의해 오염되어 증식될 가능성이 

높다(Abadias 등 2012; Marine 등 2016). 채소류의 재

배과정에서 토양, 비료, 관계수의 오염이나 포장과정 

중 비생위생적인 취급 습관(Gelting 등 2011; Söderqvist 

등 2016)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국 정부에서는 채

소 생산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The 

Guide to Minimize Microbial Food Safety Hazards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지침을 개발하였고(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 FDA 2009), 식품

안전현대화법에서 농산물 안전기준(Final Rule on 

Produce Safety)을 제정하였다(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 FDA 2011). 국내의 경우 채소류 

재배과정에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농산물 

인증기준(Good Agricultural Practices)을 적용하나 적용

률은 아직 낮은 실정이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5). 채소의 유통과정에서

도 부적절한 온도관리나 취급 실태가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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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im 등 2004). 소매단위의 식품점에서는 식재료

의 구매과정(Cortese 등 2016) 및 취급 중 다른 식품

과의 교차오염이나 감염된 종업원에 의한 접촉(US 

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 2009; Rajagopal & 

Strobehn 2013) 또는 저장기간 동안 부적절한 온도관

리나 조리과정이 직접적인 미생물 오염과 증식의 

원인이 되어 식중독 사고를 유발한다(Faour-Klingbeil 

등 2016). 

가열 조리과정이 없는 생채소류의 경우 원ㆍ부재

료의 세균이 조리 후 그대로 전이되므로 구입에서

부터 세척, 소독 및 조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위생관

리가 매우 중요하다(Kwon 등 2006). 채소류는 품목

별로 미생물 오염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 가식 

부위가 땅 속에서 자라는 근채류와 지표 가까이에

서 수확되는 엽채류에서 높게 보고되었다(Kim 2014). 

과일과 채소의 병원성 미생물은 세척과정에서 잘 

제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Plumbo 등 2007), 식물 

조직에 바이오필름을 형성하여 살균 소독의 효과를 

감소시키므로(Critzer & Doyle 2010) 적절한 세척 및 

소독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채소 또

는 과실용 기준 규격에 맞는 적합한 세척제를 사용

하도록 고시하고 있으며, 엽채류 등 신선 농산물의 

소독을 위해 유효염소 농도 100ppm으로 5분간 침지

한 후 헹구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MFDS 2015). 

그러나 경기, 대구, 강원지역의 식품접객업소를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소류에 대해서는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는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Lee 등 2014). 생채소나 과일의 경우 소독

단계를 거쳐야 함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정확한 세

척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MFDS 2015), 

영업주들은 세척ㆍ소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

지고 있어(Lee 등 2014), 채소류 살균 소독에 대한 

위생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Coleman 등 2013). 또한 생채소나 과일의 경우 부

적절한 온도관리 및 조리 중 교차오염의 위험이 높

으므로 조리 중 위생적인 취급이 중요하며 정부의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준한 위생 

점검은 최근 발생된 식중독 위험인자인 온도관리, 

청결유지, 개인위생 및 식품 접촉표면의 위생관리 

내용(US FDA 2013)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채소류 

조리과정의 극히 일부 내용에 한해 점검하고 있다

(Park 등 2007).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관리 수행도는 다양한 형

태나 규모의 식품접객업소에서 평가되었고, 한식당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수행도는 근무하는 업소의 

규모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i 등 2009; Yi 등 2014). 그

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식중독 발생의 주된 원인식

품으로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채소류에 대해 조리

종사자의 안전 인식이나 위생지도 점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음식 생산단계별 위생관리 수행도에 대해 

업소의 규모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식 식품접객업소에서 채소류의 위생관

리 인식과 생산단계별 수행도를 조사하여 관리 상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식품접객

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를 포함한 급식산업 전반의 

관리자와 종사자의 위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 한식 식품접객업소 

총 380개소의 조리책임자로 하였다. 대구광역시에 

영업신고된 한식 식품접객업소 12,762개소를 모집단

으로 하여 업소 규모와 소재지별 권역을 기준으로 

층화표본추출하였다. 업소 규모에 따른 표본 배분은 

추출단위 수에 비례하여 100m2 미만과 100m2 이상

으로 정하였고, 소재지별로는 8개 구ㆍ군을 권역에 

따라 비율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를 4개의 권역으

로 구분하여 단순무작위법으로 추출하였다. 방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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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361)

Variable n %

Gender Male 116 32.1

Female 245 67.9

Age
(yr)

Below 40 28 7.8

40∼49 78 21.6

50∼59 191 52.9

Over 60 64 17.7

Work experience
(yr)

Less than 5 92 25.5

6∼10 95 26.3

11∼15 61 16.9

16∼20 74 20.5

More than 21 39 10.8

Additional job position 
of cook supervisor

Owner 231 64.0

Foodservice manager 64 17.7

Cook 66 18.3

Possession of culinary 
arts certificate

Yes 83 23.0

No 278 77.0

사를 위해 8개 구ㆍ군 위생과의 협조를 얻어 각 한

식 식품접객업소를 방문조사하였다. 조사원은 조리

책임자에게 조사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직접 기

재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380개 업소에서 

모두에서 회수하였으며(회수율 100%), 이 중 설문지 

내용이 무응답이거나 응답이 불완전한 19부를 제외

한 36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

다(승인번호: 7002016-A2016-007).

2. 조사내용

동일한 주제의 선행 연구(Chun 등 2014; Lee 등 

2014)에서 검증된 설문지를 기초로 설문지 문항을 

추출하였고, 한식 식품접객업소 조리책임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설문지 문항을 검증한 

후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후, 한식 식품접객업소 

조리책임자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이해

도와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 영업

소 특성 및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11문항, 채소류 위

생관리 인식 6문항, 생산단계별 위생관리 수행도 인

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채소류 위생관리 인식은 

식중독 발생 가능성, 식중독 발생 장소, 채소류의 

안전 인식, 채소류 위생점검이 포함되었다. 생산단

계별 위생관리 수행도는 구매단계, 보관단계, 전처리

단계, 조리ㆍ배식ㆍ잔반처리단계로 구분하였다. 조사

대상 일반사항은 직접 기재하게 하였고, 채소류 위

생관리 인식은 5지선다형, 위생점검 내용은 수행 여

부로 표시하였으며, 생산단계별 위생관리 수행도 인

식은 Likert 5점 척도(5: 매우 그렇다∼1: 전혀 그렇

지 않다)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3.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23.0,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

사대상 일반사항, 채소류 위생관리 인식과 생산단계

별 위생관리 수행도는 빈도 및 백분율(%) 또는 평

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중응답 문항에 대

해서는 다중 응답군으로 처리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Likert 5점 척도 변수들은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업소 규모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른 차이 분석을 위해서 

명목형 변수는 χ2 검증(chai-square analysis)을 실시하

였고, Likert 5점 척도 변수들은 t-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설문조사

에 응답한 조리책임자는 총 361명이었고, 여성이 245명

(67.9%)이었다. 평균 연령은 52.3세였으며, 연령대별

로는 50대가 52.9%로 가장 높았다. 조리 경력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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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taurants.    (N=361)

Variable n %

Location in 
Daegu

South area (Jung-gu, Dong-gu, 
Suseong-gu)

133 36.9

West area (Seo-gu, Buk-gu) 94 26.0

South area (Nam-gu, Dalseo-gu) 94 26.0

Dalseong-gun 40 11.1

Size of facility 
(m2)

Below 100 216 59.8

More than 100 145 40.2

Customer price
(KRW)

Less than 7,000 142 39.3

7,001∼10,000 94 26.0

10,001∼15,000 53 14.7

Over 15,000 57 15.8

Over 30,000 15 4.2

No. of employees Less than 5 284 78.7

6∼10 60 16.6

11∼15 9 2.5

Over 16 8 2.2

No. of customers 
per day

Less than 50 211 58.4

51∼100 106 29.4

Over 100 44 12.2

균 12.5년이었으며, 6∼10년이 2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조리책임자 외 직위는 영업주가 

64.0%로 가장 높았고, 조리원 18.3%, 식당관리자 17.7%

로 각각 나타났다. 조리사 자격증 보유율은 23.0%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업소의 일반사항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업소의 소재지는 동부(중구, 동구, 수성구) 133개소, 

서부(서구, 북구) 94개소, 남부(남구, 달서구) 94개소, 

달성군 40개소였다. 업소 규모별로는 100m2 미만이 

216개소(59.8%), 100m2 이상이 145개소(40.2%)였다. 

업소 종사자 수는 조리와 홀을 포함하여 평균 4.2명이

었으며, 범위로 볼 때 5명 이하가 78.7%로 가장 많았

고, 다음이 6∼10명(16.6%)이었다. 객단가는 평균 11,916원

이었으며, 7,000원 이하가 39.3%, 7,001∼10,000원은 

26.0%로 조사되었다. 1일 평균 고객 수는 64.8명이

었고, 50명 이하 58.4%, 51∼100명 29.4%, 101명 이

상 12.2%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채소류 위생관리 인식

조사대상자들의 채소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업소 

규모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라 Fig. 1과 

Fig. 2에 각각 제시하였다. ‘채소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2.60으로 나타나 채소류에 의한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업소 규모별로는 100m2 미만 2.45, 

100m2 이상 2.81로 각각 응답하여 규모가 더 큰 업소

에 근무하는 조리책임자가 채소류에 의한 식중독 발

생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0.05). 그

러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른 채소류 안전 

인식에서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최근 유통

되고 있는 채소류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

균 3.52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업소 규모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채소류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한 경

우, 주된 위해요인’으로는 ‘잔류농약’이 41.5%로 가

장 높았고, ‘세균 등 미생물’ 37.7%, ‘중금속’ 15.1%, 

‘환경 호르몬’ 5.7% 등으로 응답하였다(data not shown).

‘채소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

한 인식과 ‘위생교육 이수 여부’에 대해 업소 규모

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른 차이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업소 규모별로 볼 때 100m2 미만에서 

‘집단급식소’ 31.7%, 100m2 이상에서 ‘식품접객업소’ 

28.4%에 대해 각각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각각 30.7%, 29.9%가 ‘집단급식소’에 대해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순이었다.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준한 위생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81.4%가 ‘집합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업소 규모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위

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업소 규모별로 보

면 100m2 미만은 3.2%, 100m2 이상은 5.5%로 분석

되었으며,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라 소지자



J Korean Diet Assoc 22(4):320-339, 2016 | 325

Figure 2. Recognition on (A) the possibility of vegetable-related outbreak of foodborne illness and (B) the perceived level of safety 
on vegetables according to the possession of culinary arts certificate. Scores were assessed based on a 5-point Liker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Statistical difference was analyzed by t-test (P＜0.05).

Figure 1. Recognition on (A) the possibility of foodborne illness caused by vegetables and (B) the perceived level of safety on 
vegetables according to restaurant size. Scores were assessed based on a 5-point Liker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Statistical difference was analyzed by t-test (P＜0.05).

는 6.0%, 미소지자는 3.6%에 이르렀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채소’는 새싹채소 118명(34.9%), 콩나물 

57명(16.9%), 숙주나물 90명(26.6%), 시금치 58명

(17.1%), 상추 8명(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3. 채소류 위생관리 지도 점검 내용

위생담당 공무원의 채소류 위생관리 지도 점검에 

대한 응답자의 수혜 항목 인식은 Table 4와 같다. 

조사한 8개 항목 중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도마 및 칼의 용도별 구분 

사용’(75.3%)이었고, ‘채소류, 육류, 어패류 구분 보

관’(69.5%), ‘조리 및 배식 시 위생관리 준수’(69.3%), 

‘보관 시 용기 덮개 사용’(67.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받은 적이 없거나 잘 모름’으로 응답한 항목은 

‘절단 후 냉장보관’에 대해 42.9%로 가장 높았으며, 

‘채소류의 세척ㆍ소독 수행’에 대해 40.4%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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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cognition on the places where the outbreak of foodborne illness occurs due to vegetables and the status of mandatory 
food safety training and its methods.                                                                                  N (%)

Variable Total
Size of facility χ2 

(P-value)

Culinary arts certificate χ2 
(P-value)＜100 m2

≥100 m2 Certified Non-certified

Place where the 
outbreak of
foodborne 
illness outbreak 
frequently occurs

Farm 21 (  7.0) 10 (  5.5) 11 (  9.5) 6.349 
(0.175)

3 (  4.0) 18 (  8.0) 1.716
(0.788)15 ( 20.0) 37 ( 16.5)Distribution 52 ( 17.4) 38 ( 20.8) 14 ( 12.1)

Manufacturing & 
processing

61 ( 20.4) 35 ( 19.1) 26 ( 22.4) 15 ( 20.0) 46 ( 20.5)

Commercial foodservice 75 ( 25.1) 42 ( 23.0) 33 ( 28.4) 19 ( 25.3) 56 ( 25.0)

Institutional foodservice 90 ( 30.1) 58 ( 31.7) 32 ( 27.6) 23 ( 30.7) 67 ( 29.9)

Total 299 (100.0) 183 (100.0) 116 (100.0) 75 (100.0) 224 (100.0)

Method for food 
safety training

Trained, off-line 294 ( 81.4) 179 ( 82.9) 115 ( 79.3) 1.316
(0.518)

62 ( 74.7) 232 ( 83.5) 3.284
(0.194)Trained, on-line 52 ( 14.4) 30 ( 13.9) 22 ( 15.2) 16 ( 19.3) 36 ( 12.9)

Not trained 15 (  4.2) 7 (  3.2) 8 (  5.5) 5 (  6.0) 10 (  3.6)

Total 361 (100.0) 216 (100.0) 145 (100.0) 83 (100.0) 278 (100.0)

Table 4. Cook supervisors’ recognition on inspection items related to vegetable safety during safety inspection by government 
agency.                                                                                                              N (%)

Inspection item Experience Total
Size of facility χ

2 
(P-value)

Culinary arts certificate χ
2 

(P-value)＜100 m2
≥100 m2 Certified Non-certified

Separate vegetables from 
other foods

Yes 251 (69.5) 143 (66.2) 108 (74.5) 2.807 
(0.094)

55 (66.3) 196 (70.5) 0.542 
(0.462)28 (33.7) 82 (29.5)No or don’t know 110 (30.5) 73 (33.8) 37 (25.5)

Keep washed and cut 
vegetables in the refrigerator 

Yes 206 (57.1) 111 (51.4) 95 (65.5) 7.068 
(0.008)

49 (59.0) 157 (56.5) 0.171 
(0.679)No or don’t know 155 (42.9) 105 (48.6) 50 (34.5) 34 (41.0) 121 (43.5)

Wash and sanitize vegetables Yes 215 (59.6) 120 (55.6) 95 (65.5) 3.574 
(0.059)

53 (63.9) 162 (58.3) 0.827 
(0.363)No or don’t know 146 (40.4) 96 (44.4) 50 (34.5) 30 (36.1) 116 (41.7)

Keep vegetables covered or in 
closed containers

Yes 243 (67.3) 132 (61.1) 111 (76.6) 9.401 
(0.002)

55 (66.3) 188 (67.6) 0.054 
(0.817)No or don’t know 118 (32.7) 84 (38.9) 34 (23.4) 28 (33.7) 90 (32.4)

Follow safety procedures 
during vegetable cooking 
and serving 

Yes 250 (69.3) 138 (63.9) 112 (77.2) 7.264 
(0.007)

57 (68.7) 193 (69.4) 0.017 
(0.897)No or don’t know 111 (30.7) 78 (36.1) 33 (22.8) 26 (31.3) 85 (30.6)

Inspect packages when 
receiving vegetables

Yes 227 (62.9) 124 (57.4) 103 (71.0) 6.902 
(0.009)

51 (61.4) 176 (63.3) 0.095 
(0.758)No or don’t know 134 (37.1) 92 (42.6) 42 (29.0) 32 (38.6) 102 (36.7)

Separate cutting boards and 
knifes for vegetables from 
ones for meat, poultry, 
seafood, and eggs

Yes 272 (75.3) 151 (69.9) 121 (83.4) 8.564 
(0.003)

66 (79.5) 206 (74.1) 1.010 
(0.315)No or don’t know 89 (24.7) 65 (30.1) 24 (16.6) 17 (20.5) 72 (25.9)

Use suitable packaging and 
containers for vegetables 
during cold storage

Yes 238 (65.9) 135 (62.5) 103 (71.0) 2.813 
(0.093)

55 (66.3) 183 (65.8) 0.005 
(0.941)No or don’t know 123 (34.1) 81 (37.5) 42 (29.0) 28 (33.7) 95 (34.2)

었다. 업소 규모 100m2를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절단 후 냉장보관’(P＜0.01), ‘보관 시 

용기 덮개 사용’(P＜0.01), ‘조리 및 배식 시 위생관리 

준수’(P＜0.01), ‘포장상태 확인 및 관리’(P＜0.01), ‘도

마 및 칼의 용도별 구분 사용’(P＜0.01) 항목에서 규

모가 큰 업소에 종사하는 조리책임자가 유의적으로 



J Korean Diet Assoc 22(4):320-339, 2016 | 327

Table 5. Cook supervisors’ perceived performance of food safety management during vegetable purchasing process.              N (%)

Variable Total
Size of facility χ

2

(P-value)

Culinary arts certificate χ
2

(P-value)Certified Non-certified＜100 m2 ≥100 m2

Factor to consider when 
choosing a supplier 

Quality 70 ( 19.4) 40 ( 18.5) 30 ( 20.7) 1.825
(0.768)

13 ( 15.7) 57 ( 20.5) 4.513
(0.341)14 ( 16.9) 39 ( 14.0)Price 53 ( 14.7) 36 ( 16.7) 17 ( 11.7)

51 ( 61.4) 147 ( 52.9)Freshness 198 ( 54.8) 117 ( 54.2) 81 ( 55.9)

4 (  4.8) 26 (  9.4)Trust 30 (  8.3) 17 (  7.9) 13 (  9.0)

Distance 10 (  2.8) 6 (  2.8) 4 (  2.8) 1 (  1.2) 9 (  3.2)

Total 361 (100.0) 216 (100.0) 145 (100.0) 83 (100.0) 278 (100.0)

Reason to reject orders Never rejected 151 ( 41.8) 107 ( 49.5) 44 ( 30.3) 13.150
(0.001)

30 ( 36.1) 121 ( 43.5) 2.252
(0.324)Freshness 128 ( 35.5) 66 ( 30.6) 62 ( 42.8) 35 ( 42.2) 93 ( 33.5)

18 ( 21.7) 64 ( 23.0)Quality, package or weight 82 ( 22.7) 43 ( 19.9) 39 ( 26.9)

Total 361 (100.0) 216 (100.0) 145 (100.0) 83 (100.0) 278 (100.0)

Reason to buy pre-cut or 
packaged vegetables

Time-saving 96 ( 29.7) 61 ( 31.4) 35 ( 27.1) 4.884
(0.181)

17 ( 23.0) 79 ( 31.7) 5.081
(0.166)Labor-saving 115 ( 35.6) 60 ( 30.9) 55 ( 42.6) 34 ( 45.9) 81 ( 32.5)

Convenience 97 ( 30.0) 64 ( 33.0) 33 ( 25.6) 19 ( 25.7) 78 ( 31.3)

Waste reduction 15 (  4.6) 9 (  4.6) 6 (  4.7) 4 (  5.4) 11 (  4.4)

Total 323 (100.0) 194 (100.0) 129 (100.0) 74 (100.0) 249 (100.0)

No. of days between 
buying and consuming 
pre-cut or packaged 
vegetables

Mean±SD1) 2.97±1.70 3.09±1.86 2.80±1.44 1.523
(0.129)

2.85±1.36 3.01±1.80 –0.824
(0.411)

Degree of safety for 
pre-cut or packaged 
vegetables

Mean±SD 3.66±0.71 3.69±0.67 3.61±0.76 0.950
(0.343)

3.68±0.78 3.66±0.68 0.225
(0.822)

1) Scores were assessed based on a 5-point Liker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수혜 비율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리사 자격

증 소지 유무별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생산단계별 채소 위생관리 수행도 인식

1) 구매단계 

구매단계에서 조사대상자의 채소류 위생관리 수

행도 인식 조사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구매처 

선정의 주된 이유’는 업소 규모 100m2 미만과 100m2 

이상으로 구분하였을 때 ‘신선도’에서 각각 54.2%, 

55.9%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품질’이 

각각 18.5%, 20.7%로 응답하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로 보았을 때 

‘신선도’에 대해 소지자는 61.4%, 미소지자는 52.9%

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지자는 

‘가격’ 16.9%, 미소지자는 ‘품질’ 20.5%로 응답하였

으나, 그룹 간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채소 

구매 후 반품이나 환불하는 주된 이유’로는 100m2 

미만에서는 ‘경험 없음’에서 49.5%로 가장 높았으며, 

100m2 이상 업소에서는 ‘신선도’에서 42.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신

선도’(42.2%)에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미소지자는 

‘반품ㆍ환불 경험 없음’(43.5%)에 대해 가장 높게 응

답하였으나 두 집단 간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처리 식재료 사용에 대해서는 ‘전처리 채소류를 

구매하는 이유’로 규모 100m2 미만 집단은 ‘간편성’ 

(33.0%), 100m2 이상 집단은 ‘노동력 절감’(42.6%)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두 집단 간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리사 자격증 소지에 관계없이 

‘노동력 절감’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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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ok supervisors’ perceived performance of food safety management during vegetable storage.                 (Mean±SD)

Item Total
Size of facility t 

(P-value)

Culinary arts certificate t 
(P-value)＜100 m2

≥100 m2 Certified Non-certified

Separate unprepared vegetables from
prepared ones

4.32±0.60 4.31±0.58 4.33±0.64 –0.250 
(0.802)

4.39±0.60 4.30±0.60 1.107 
(  0.269)

Check the freshness and the temperature
of vegetables in the refrigerator

4.24±0.65 4.20±0.65 4.28±0.65 –1.130 
(0.259)

4.33±0.60 4.21±0.66 1.433 
(  0.153)

Store foods in the refrigerator less 
than 70% of refrigerator capacity

3.97±0.84 3.90±0.87 4.06±0.80 –1.766 
(0.078)

4.22±0.61 3.89±0.89 3.811 
(＜0.001)

Scores were assessed based on a 5-point Liker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전처리 식재료 구매 후 평균 소비기간’은 2.97일이

었으며, 그 범위는 1∼2일 46.4%, 3∼4일 35.0%, 5∼

6일 11.5%, 7일 이상 7.1%였다. 업소 규모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른 소비기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처리 채소류의 위생 정도’에 대

해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66으로 인

식하고 있었고, 업소 규모와 조리사 자격증에 따라

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채소 구매 검

수 시 체크 항목’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도’ 361명(100%), ‘원산지’ 231명(64%), ‘이물혼

입’ 134명(37.1%), ‘중량’ 114명(31.6%)이었으나 ‘표

시사항’은 71명(19.7%), ‘온도’는 9명(2.5%)에 불과하

였다(data not shown). 

2) 보관단계 

보관단계에서 채소류 위생관리 수행도 인식을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구입한 

채소류는 세척된 채소나 조리식품과 별도의 구분된 

장소나 용기에 보관’ 4.32, ‘채소는 냉장실의 잘 보

이는 곳에 보관하고 온도관리’ 4.24, ‘냉장고 보관량 

70% 미만’ 3.97로 나타났다. 업소 규모별 수행도의 

경우 100m2 이상 그룹이 100m2 미만보다 높게 나타

났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로 수행도 인식은 ‘소지자’가 ‘미소지자’에 비

해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냉장고 보관량 70% 미만’ 

항목에서만 유의적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1). 

3) 전처리단계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업소 규모와 조리사 자격

증 소지 유무에 따른 채소류 전처리단계 위생관리 

수행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칼ㆍ도마의 전처리용과 조리용 구분 사용’ 항목

의 수행률은 96.7%로 높게 조사되었다. ‘세척ㆍ소독 

방법’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물로만 

세척’이었고, 업소 규모 100m2 미만과 100m2 이상에

서 각각 89.8%, 80.7%,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

로는 소지자와 미소지자가 각각 80.7%, 87.8%였다. 

‘살균제 사용’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5.5%만이 

사용한다고 답변하였다. 세척ㆍ소독 방법에서는 업소 

규모별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물로만 

세척할 경우 세척방법’을 조사한 결과에서 ‘흐르는 

물 3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가 업소 규모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나 집단 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용하

고 있는 살균제 종류’로는 ‘염소계’(40.0%), ‘오존

수’(15.0%)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살균제 사용 

필요성’을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2.34

로 나타났고, 업소 규모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

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세척ㆍ소독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해 ‘물 세척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업소 규모별로 100m2 

미만 58.5%, 100m2 이상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살균제나 다른 불순물의 잔류’가 각각 23.2%, 

42.5%로 나타나 업소 규모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여

주었다(P＜0.01).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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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ok supervisors’ perceived performance of food safety management during vegetable preparation.                   N (%)

Total
Size of facility χ2 

(P-value)

Culinary arts certificate χ2 
(P-value)Certified Non-certified＜100 m2

≥100 m2

Use separate equipment 
and utensils such as 
cutting boards and 
knives for handling 
raw foods

In compliance 349 ( 96.7) 208 ( 96.3) 141 ( 97.2) 0.240
(0.769)

78 ( 94.0) 271 ( 97.5) 2.438
(0.156)

Out of compliance 12 (  3.3) 8 (  3.7) 4 (  2.8) 5 (  6.0) 7 (  2.5)

Total 361 (100.0) 216 (100.0) 145 (100.0) 83 (100.0) 278 (100.0)

Method for washing 
and sanitizing 
vegetables

Water-only washing 311 ( 86.1) 194 ( 89.8) 117 ( 80.7) 6.068
(0.048)

67 ( 80.7) 244 ( 87.8) 2.735
(0.255)Washing with soap 30 (  8.3) 13 (  6.0) 17 ( 11.7) 10 ( 12.0) 20 (  7.2)

Washing with soap & 
disinfecting with 
sanitizer

20 (  5.5) 9 (  4.2) 11 (  7.6) 6 (  7.2) 14 (  5.0)

Total 361 (100.0) 216 (100.0) 123 (100.0) 83 (100.0) 278 (100.0)

Method for water-only 
washing

Washing once under 
running water

8 (  2.6) 6 (  3.1) 2 (  1.7) 2.290
(0.531)

4 (  6.0) 4 (  1.6) 4.187
(0.242)

Washing twice under 
running

60 ( 19.3) 41 ( 21.1) 19 ( 16.2) 13 ( 19.4) 47 ( 19.3)

Washing 3 times under 
running

186 ( 59.8) 110 ( 56.7) 76 ( 65.0) 37 ( 55.2) 149 ( 61.1)

Washing under running 
water after immersing
in water

57 ( 18.3) 37 ( 19.1) 20 ( 17.1) 13 ( 19.4) 44 ( 18.0)

Total 311 (100.0) 194 (100.0) 117 (100.0) 67 (100.0) 244 (100.0)

Reason not to use 
chemical sanitizers

Worry about chemical 
sanitizer residues or 
impurities on 
vegetables

105 ( 30.8) 48 ( 23.2) 57 ( 42.5) 14.826
(0.001)

24 ( 31.2) 81 ( 30.7) 2.126
(0.345)

Believe that water-only 
washing is enough to 
sanitize the vegetables

183 ( 53.7) 121 ( 58.5) 62 ( 46.3) 45 ( 58.4) 138 ( 52.3)

Others1) 53 ( 15.5) 38 ( 18.4) 15 ( 11.2) 8 ( 10.4) 45 ( 17.0)

Total 341 (100.0) 207 (100.0) 134 (100.0) 77 (100.0) 264 (100.0)

Necessity to use 
sanitizers

Mean±SD2) 2.34±0.96 2.26±0.91 2.46±1.03 –1.925
(0.055)

2.39±0.99 2.33±0.96 0.483
(0.629)

1) Includes “cooking time-saving”, “expense burden”, “distrust”, and “don’t know how to use”
2) Scores were assessed based on a 5-point Liker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는 소지자와 미소지자 모두 ‘물 세척만으로 충분’에 

대해 각각 58.4%, 52.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4) 조리, 배식 및 잔반처리단계

업소 규모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 조리, 배식 

및 잔반처리단계 위생관리 중요도와 수행도를 Table 8

에 제시하였다. 중요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어ㆍ육류용, 채소용 싱크대 각각 구분 사용 혹은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순으로 사용’(P＜0.05)과 ‘무

치기용 조리기구의 소독 후 건조사용’(P＜0.05) 항목

에서 100m2 이상 업소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행도에서는 ‘식품취급은 바닥에서 60cm 이상 높이

에서 실시’(P＜0.05), ‘어ㆍ육류용, 채소용으로 싱크대 

구분 사용 혹은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순으로 

사용’(P＜0.001), ‘채소류는 전처리 후 배식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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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ok supervisors’ perceived performance of food safety management during vegetable cooking and service, and leftover 
handling.                                                                                                       (Mean±SD)

Variable
Size of facility t

(P-value)

Culinary arts certificate t
(P-value)Certified Non-certified＜100 m2 ≥100 m2 

Prepare foods on the table at least 
60 cm above the floor

Importance 4.18±0.66 4.29±0.63 –1.563 
(0.119)

4.29±0.62 4.21±0.66 1.032 
(0.303)

Performance 3.97±0.71 4.21±0.67 –3.215 
(0.001)

4.23±0.59 4.01±0.73 2.459 
(0.014)

Use separate sink for vegetable, 
meat, and seafood 

Importance 4.08±0.72 4.28±0.67 –2.639
(0.009)

4.19±0.71 4.16±0.71 0.429
(0.668)

Performance 3.73±0.76 4.10±0.78 –4.465
(＜0.001)

3.99±0.77 3.84±0.79 1.480
(0.140)

Refrigerate prepared vegetables until 
service

Importance 4.31±0.58 4.34±0.57 –0.450 
(0.653)

4.29±0.57 4.33±0.57 –0.581 
(0.562)

Performance 4.05±0.64 4.22±0.65 –2.516 
(0.012)

4.07±0.73 4.13±0.62 –0.705 
(0.481)

Rinse vegetables with drinking water 
after blanching

Importance 4.13±0.75 4.18±0.69 –0.715 
(0.475)

4.12±0.79 4.16±0.70 –0.384 
(0.701)

Performance 4.02±0.61 4.18±0.68 –2.256 
(0.025)

4.15±0.68 4.07±0.62 0.951 
(0.342)

Wear gloves when mixing vegetables 
with seasonings

Importance 4.36±0.65 4.40±0.63 –0.669 
(0.504)

4.42±0.68 4.36±0.63 0.754 
(0.451)

Performance 4.18±0.71 4.34±0.68 –2.194 
(0.029)

4.33±0.70 4.22±0.70 1.242 
(0.215)

Separate equipment for mixing from 
one for preparing and 
washing vegetables

Importance 4.29±0.59 4.32±0.67 –0.465
(0.642)

4.36±0.55 4.28±0.64 1.016 
(0.310)

Performance 4.04±0.66 4.30±0.65 –3.639
(＜0.001)

4.22±0.66 4.12±0.67 1.118
(0.264)

Use the equipment for mixing the 
vegetables after sanitizing and drying 

Importance 4.07±0.74 4.24±0.71 –2.268
(0.024)

4.12±0.79 4.14±0.72 –0.227
(0.821)

Performance 3.76±0.77 4.13±0.78 –4.388
(＜0.001)

3.95±0.88 3.89±0.77 0.607
(0.544)

Do not leave cooked vegetables at 
room temperature for more than 2 
hours

Importance 4.16±0.65 4.23±0.69 –0.979 
(0.328)

4.28±0.65 4.16±0.67 1.405 
(0.161)

Performance 3.94±0.69 4.16±0.77 –2.760 
(0.006)

4.19±0.69 3.98±0.74 2.356 
(0.019)

Refrigerate promptly all cooked 
vegetables below 5oC

Importance 4.21±0.74 4.16±0.77 0.624 
(0.533)

4.18±0.75 4.19±0.75 –0.128 
(0.899)

Performance 3.95±0.79 4.01±0.89 –0.651 
(0.516)

4.08±0.84 3.94±0.82 1.409 
(0.160)

Do not mix freshly prepared food 
with foods being held for service

Importance 4.42±0.55 4.50±0.53 –1.416 
(0.158)

4.49±0.53 4.44±0.55 0.761 
(0.447)

Performance 4.29±0.62 4.46±0.58 –2.631 
(0.009)

4.46±0.50 4.33±0.63 1.672 
(0.095)

Use serving tools when serving 
vegetable dishes

Importance 4.45±0.56 4.46±0.51 –0.267 
(0.790)

4.53±0.53 4.43±0.55 1.486 
(0.138)

Performance 4.31±0.64 4.45±0.58 –2.016 
(0.045)

4.52±0.53 4.32±0.64 2.5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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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Mean±SD)

Variable
Size of facility t

(P-value)

Culinary arts certificate t
(P-value)Certified Non-certified＜100 m2 ≥100 m2

Throw away any cooked food left out 
at room temperature for more than 
2 hours

Importance 4.50±0.61 4.55±0.53 –0.722
(0.471)

4.50±0.69 4.53±0.54 –0.380
(0.705)

Performance 4.42±0.62 4.53±0.54 –1.734 
(0.084)

4.54±0.63 4.44±0.58 1.350 
(0.178)

Do not serve the plate waste Importance 4.53±0.62 4.57±0.52 –0.530 
(0.596)

4.59±0.59 4.53±0.58 0.798 
(0.426)

Performance 4.35±0.75 4.53±0.54 –2.704
(0.007)

4.48±0.72 4.40±0.67 0.931
(0.353)

Scores were assessed based on a 5-point Likert scale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냉장 보관’(P＜0.05), ‘나물 데친 후 헹굴 때 음용수 

사용’(P＜0.05), ‘채소류 무침 시 1회용 위생장갑 사

용’(P＜0.05), ‘채소류 무치기용 도구는 다듬거나 씻

는 용도 구분 사용’(P＜0.001), ‘무치기용 조리기구의 

소독 후 건조 사용’(P＜0.001), ‘무친 채소의 배식 전 

상온방치 시간 줄임’(P＜0.05), ‘배식하던 용기에 새

로운 음식 혼합 금지’(P＜0.05), ‘배식 시 도구 사

용’(P＜0.05), ‘손님에게 제공한 후 남은 채소류 조리

식품 재배식 금지’(P＜0.05) 항목에서 업소 규모별로 

100m2 이상 업소 근무자가 100m2 미만보다 유의적

으로 더 높게 인식하였다. 100m2 미만 규모의 수행

도 인식에서는 ‘식품취급은 바닥에서 60cm 이상 높

이에서 실시’ 3.97, ‘어ㆍ육류용, 채소용으로 싱크대 

구분 사용 혹은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순으로 사

용’ 3.73으로 나타나 ‘보통’ 정도의 준수율을 보였다. 

‘무치기용 조리기구의 소독 후 건조사용’은 3.76, ‘무친 

채소음식의 배식 전 상온방치 시간 줄임’은 3.94, ‘조

리한 채소음식의 냉장 보관 또는 조리 후 2시간 이

내 배식’ 3.95로 나타났다.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

별로 소지자와 미소지자는 조사한 모든 항목의 중

요도 인식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리

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 수행도에서는 ‘식품취급은 

바닥에서 60cm 이상 높이에서 실시’(P＜0.05), ‘무친 

채소음식의 배식 전 상온 방치 시간 줄임’ (P＜0.05), 

‘배식 시 도구 사용’(P＜0.05) 항목에서 소지자가 미

소지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리ㆍ배식ㆍ잔반처리단계의 위생관리에 대해 중

요도와 수행도를 조사하여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data not shown), 평균은 5점 

만점에 중요도 4.31, 수행도 4.16으로 나타났다. 조리ㆍ

배식ㆍ잔반처리단계의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도와 수

행도가 높게 나타난 1사분면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는 ‘무치기 작업 시 1회용 위생장갑 사용’, ‘배식하

던 용기에 새로운 음식 혼합 금지’, ‘배식 시 도구

(집게) 사용’, ‘배식 후 냉장 보관되지 않고 남은 음

식 전량 폐기’, ‘손님에게 제공한 조리식품 재배식 

금지’로 나타났다. 2사분면에 해당되는 항목은 중요

도는 높으나 수행도는 낮게 인식되는 항목인데, 

‘Focus here’로 불린다. 채소류 위생관리에서 집중적

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이며, ‘전처리 후 배식 때까

지 냉장 보관’ 항목이 해당되었다. 중요도와 수행도

에서 모두 낮은 3사분면에 해당되는 항목은 ‘식품 취

급은 바닥에서 60cm 이상 높이에서 실시’, ‘어ㆍ육

류용, 채소용 싱크대 구분 사용’, ‘데친 나물 헹굴 

시 음용수 사용’, ‘무치기용 도구는 다듬거나 씻는 

용도 구분 사용’, ‘무치기용 조리기구의 소독 후 건

조 사용’, ‘무친 채소음식의 배식 전 상온방치 시간 

줄임’, ‘조리음식 냉장 보관 또는 조리 후 2시간 이

내 배식’으로 조사되었다. 중요도에서 낮으나 수행

도에서 높은 4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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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전 세계적으로 채소류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채소류를 식중독 

사고의 원인식품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 국내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채소류의 오염

과 오염된 식중독균의 증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

장에서 채소류 취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

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과 위

생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채소류 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

과(Figs. 1, 2), ‘채소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에 

대해 평균 2.60/5로 응답하였으며, 채소류를 원인이

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보통’ 이하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실제 식중독 발생 주요 자료(Sodha 등 2011)와 

차이를 보여주었다. 업소 규모 100m2 이상에서 근무

하는 조리책임자는 채소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

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P＜0.05),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채소류의 세척 및 소

독이나 조리ㆍ배식ㆍ잔반처리단계의 일부 항목에서 

더 높은 위생관리 수행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류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전체 평균 3.52로 나타나 ‘보통’ 정도를 

보여주었고, 업소 규모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

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채소류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한 경우, 주된 위해요인’으로

는 ‘잔류농약’, ‘세균 등 미생물’, ‘중금속’, ‘환경 호

르몬’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실제 식중독 발생 원

인이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미생물 오염이 높은 

것(MFDS 2016)과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고, 미국 

마케팅 연구소에서 소비자 대상 위해요인 조사 결과

인 세균(53%), 변조(46%), 테러 (44%), 농약(43%)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Food Marketing Institute Research 

Department 2008)과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채소류

의 위해요인에 대해 지도 점검이나 위생교육을 통

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채소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식품접객업

소’로 보고되고 있으나(MFDS 2016), 본 연구에서는 응

답자의 30.1%가 ‘집단급식소’, 25.1%가 ‘식품접객업

소’라고 응답하여 실제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다

(Table 3). 단체급식 조리종사자의 ‘식품의 세척 및 

소독’ 항목 수행도는 4.2/5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

은 수행도를 보여주었으며(Lim & Kwak 2006), 학교

와 외식업체 관리자 대상 위생관리 중요도 조사 결

과, 가장 낮게 평가된 문항이 두 대상 모두 채소류

가 포함된 ‘잠재적으로 위해한 식품의 개념 및 식품

분류’였으며, 중요도는 학교급식 관리자 4.50/5점, 외

식업소 관리자 3.55/5점으로 평가하여(Park 등 2009)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소에서 더 잘 관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채

소’로는 새싹채소, 콩나물, 숙주나물, 시금치 등의 순으

로 응답하였다. 새싹채소가 Salmonella와 Escherichia 
coli O157:H7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식

품으로 보고되면서(Thayer 등 2003),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는 2005년부터 연구사업과 병원성 미생물 중

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선편의식품에 포함시켰

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

다(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7). 또한 미

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Food Code에서

는 Time/Temperature Control for Safety Foods(TCS)로 

구분하여 온도-시간관리를 권장하고 있다(US FDA 

2013).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준한 위생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Table 3), 업소 규모별로 

분석했을 때 미이수자의 비율은 100m2 미만 3.2%, 

100m2 이상 5.5%로 각각 조사되었고,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로는 소지자 6.0%, 미소지자 3.6%에 이르

렀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41조에서 식품접객업

소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

83조에서 조리사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교육 

이수율은 낮게 나타나 현장지도가 필요하다.

위생담당 공무원의 채소류 위생관리 지도 점검에 

대한 수혜율을 조사한 결과(Table 4), 대상 항목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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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도마 및 칼의 용

도별 구분 사용’이었으나, 대구지역 대형 한식당을 

대상으로 칼과 도마에 대해 미생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Nam 등 2006)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다. ‘받은 적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항목 중 

‘채소류의 세척ㆍ소독 수행’은 40.4%로 조사되었다. 

채소류의 식중독 미생물은 재배하는 동안 오염되어 

수확 후 소비되는 과정에서 잘 제거되지 않는다. 특

히 세척과정에서도 잘 제거되지 않아 식중독을 유

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Burnett & Beuchat 

2001) 이와 관련된 지도가 필요하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 점검 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통기

한 경과 제품의 보관 및 사용’, ‘종사자 건강검진 미

실시’ 등 일부 항목에 한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Kwak 등 2002), 본 연구에서 ‘절단 후 냉장보관’, 

‘보관 시 용기 덮개 사용’, ‘조리 및 배식 시 위생관

리 준수’, ‘포장상태 확인 및 관리’, ‘도마 및 칼의 

용도별 구분 사용’ 항목에서 업소 규모가 큰 집단이 

작은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수혜비율이 높다고 인식

하고 있으므로 100m2 미만 규모의 업소에 대한 지

도 점검 시 이러한 항목이 점검되고 지도되어야 한다. 

위생교육은 위생지식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고, 이러

한 위생지식은 적절한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되므로

(Da Cunha 등 2013) 공무원의 지도 점검 시 위생관

리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구매단계 위생관리 수행도 인식 조사 결과에서

(Table 5) ‘구매처 선정의 주된 이유’와 ‘반품의 가장 

주된 이유’로 ‘신선도’로 응답한 비율이 높아 채소

류 구매에서 안전성을 위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처리 식재료 구매 후 평균 소비기간’은 약 

3일이었고, 7일 이상도 7.1%에 이르고 있으므로 냉

장고 내 온도관리와 유통기한에 대한 지도가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채소 구매 검수 시 체크 항목’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표시사항’과 ‘온도’

에 대한 응답이 각각 19.7%와 2.5%에 불과하였다. 

구매 및 검수관리 시 온도 및 품질을 철저히 확인

하여 조리과정 중 기준치 이상의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차오염을 예

방할 수 있어야 한다(Park 등 2007). 

채소류 보관단계 위생관리 수행도 인식 조사 결

과에 따르면(Table 6) 조사대상 업소의 규모별 유의

적 차이는 없었으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로

는 단지 ‘냉장고 보관량 70% 미만’ 항목에서 유의

적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1). 이러한 결과는 단

체급식소에서 조리사 자격증의 소지 유무에 따라 

식품보관 항목에서 소지자와 미소지자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Lim & Kwak 2006)는 보고와 유사하

므로, 조리사에 대한 위생교육이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채소류 전처리단계 위생관리 수행도 인식 조사 

결과(Table 7), ‘칼ㆍ도마를 전처리용과 조리용으로 구

분 사용’ 항목의 수행률은 96.7%로 조사되어 서울ㆍ

경기지역 한식당 조리종사자의 수행률 3.93/5 (Yi 등 

2014)보다 다소 높았다. ‘세척ㆍ소독 방법’에서는 

‘물로만 씻음’이 86.1%였고, ‘세척제 사용’ 또는 ‘살

균제 사용’ 비율은 각각 8.3%, 5.5%로 나타나 경기ㆍ

대구ㆍ강원지역 소규모 식품접객업소에서 채소류 세

척 시 세척제와 소독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과(Lee 등 2014)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업

소 규모별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P＜0.05), 

소규모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시 강조가 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인다. 사용하고 있는 ‘살균제 종류’로

는 염소계, 오존수, 식초수 순으로 조사되었다. 물세

척, 물세척 및 침지, 염소계, 식초수 소독에 의한 총

대장균수 감소를 측정하였을 때 1.11log CFU/g, 1.09log 

CFU/g, 2.29∼2.35log CFU/g, 1.60∼2.09log CFU/g으

로 나타나 채소 세척 및 소독방법으로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de Oliveira 등 2012). 염

소 소독의 경우라도 채소의 종류에 따라 일반세균수 

감소는 ＜1log CFU/g∼3.15log CFU/g까지 나타나 살

균 효과에서 차이가 나므로(Wei 등 2006), 현장 수거

를 통한 미생물 분석을 통해 세척ㆍ소독 방법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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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Faour-Klingbeil 등 

2016).

업소 규모별 조리ㆍ배식ㆍ잔반처리단계 위생관리 

중요도와 수행도 결과(Table 8), 측정한 13개 항목 중 

중요도에서는 2개의 항목에서, 수행도에서 11개의 

항목에서 규모별로 100m2 이상 업소 근무자가 

100m2 미만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응답하였다. 서

울ㆍ경기지역 한식당 운영 중요도와 수행도 평가 

결과, 6개 영역의 운영관리 수행도는 위생관리(4.0) 

영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업소 유형별 위생관리 수

행도는 프랜차이즈 직영업소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개인운영 중ㆍ대형업소, 개

인운영 소형업소 순으로 나타났다(Yi 등 2014). 서울ㆍ

경기지역 음식점의 위생관리 평가 결과, 개인위생 

영역에서 본사직영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고, 공정별 식품위생 영역에서는 대형음식점이, 환

경위생 영역에서는 본사 가맹점이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여주었다. 세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

한 운영형태는 영세음식점이었다(Kim 등 2008). 100m2 

미만 규모의 수행도 인식에서는 ‘바닥에서 60cm 이

상 높이에서 식품 취급’, ‘어ㆍ육류용, 채소용으로 

싱크대 구분 사용 혹은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순

으로 사용’ 항목에서 ‘보통’ 정도의 준수율을 보였

으며, 이러한 결과는 서울ㆍ경기 지역 식품접객업소

에서 ‘식품이나 기물을 바닥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에

서 취급’에 대한 수행도 48%보다 더 높게 나타나

(Chung 등 2010)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

단된다. ‘무친 채소의 배식 전 상온방치 시간 줄임’, 

‘조리한 채소음식의 냉장 보관 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 항목의 경우 약 79%의 수행률을 보여 조

리 후 적절한 온도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ㆍ경기지역 외식업체 종사원들

이 교차오염 예방을 위해 ‘채소류 및 조리된 식품의 

취급 구분’ 항목에서 수행도를 3.52로 응답한 것보

다 더 높았다(Kim & Choi 2013). 조리 후 1시간 반 

이내에 배식되지 않는 경우 위험온도 범주인 5∼

60oC에서 식중독균이 증식하므로 이 범위 외의 온도

에 보관하여 세균 증식 억제와 품질과 영양소 손실

을 최소화해야 한다(Kim & Cha 2002).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 조리ㆍ배식ㆍ잔반처

리단계의 위생관리 중요도와 수행도 결과(Table 8), 조

사한 모든 항목에서 조리사 자격증 소지에 따른 중

요도 인식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

행도는 ‘식품취급은 바닥에서 60cm 이상 높이에서 

실시’, ‘무친 채소음식의 배식 전 상온 방치 시간 줄

임’, ‘배식 시 도구 사용’의 3개 항목에서 소지자가 

미소지자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은 수행도를 보여 

위생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ㆍ경기ㆍ

인천지역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

리사 자격증 소지 집단이 개인위생 영역에서 유의적

으로 더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으나(P＜ 0.001), 검수 

및 저장, 조리, 세척ㆍ소독, 기기 및 용기구분 사용 

영역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Yi 등 

2009). 조리ㆍ배식ㆍ잔반처리단계의 위생관리 수행

도에서 자격증 소지자의 수행도가 낮은 항목인 ‘채

소류는 전처리 후 배식 때까지 냉장보관’에 대하여

는 조리사 위생교육을 통하여 강조할 필요성이 있

으며, 미소지자의 수행도가 낮게 나타난 ‘식품 취급

은 바닥에서 60cm 이상 높이에서 실시’ 등 12개 항

목에 대하여는 지도 점검 시 현장 교육을 통하여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조리ㆍ배식ㆍ잔반처리단계 위생관리 중요도와 수

행도를 조사하여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평균은 중요도 4.31, 수행도 4.16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ㆍ배식ㆍ잔반처리단계의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도

와 수행도가 높게 나타난 1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

으로는 ‘무치기 작업 시 1회용 위생장갑 사용’, ‘배

식하던 용기에 새로운 음식 혼합 금지’, ‘배식 시 도

구(집게) 사용’, ‘배식 후 냉장 보관되지 않고 남은 음

식 전량 폐기’, ‘손님에게 제공한 조리식품 재배식 

금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식품접객

업소에서 ‘새로 조리된 음식과 제공 중이던 남은 음

식 혼합 금지’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수행도(4.0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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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것(Jung 등 2014)과 브라질에서 길거리 음식 

판매점의 식품안전 위험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95%

가 음식을 취급하면서 돈거래와 화장실 이용 후 손

을 씻지 않은 것, 91%는 위생모를 쓰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Cortese 등 2016)과 유사하였다. 대구지역 

한식당 조리종사자의 손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수

는 2.9×10∼1.2×106CFU/hand, 6.0×10∼3.5×105CFU/hand

로 각각 나타나 손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을 알 수 있으므로 철저한 손 세척, 1회용 위생장갑 

및 집게 사용의 습관화가 강조되어야 한다(Nam 등 

2006). 2사분면에 해당되는 항목은 채소류 위생관리

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이에는 ‘전

처리 후 배식 때까지 냉장보관’이 해당되었다. 경기

지역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전처리한 식재료를 주방 

및 식당 상온에 보관하여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Lee 등 2014). 저장시간과 온도가 상승함

에 따라 일반세균과 대장균수는 증가하고, 이 둘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전처리 후 소요시간을 최소

화하고 저장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생물 증식

을 억제해야 한다(Kim & Cha 2002). 중요도와 수행

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에는 교차오염의 위험성 관

련 항목과 조리된 식품의 상온 방치로 인한 미생물 

증식 관련 항목이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지역 외식업소 대상 연구에서 3.66으로 나타나 수행

도 하위 30% 이하에 속한 항목이라는 결과(Jung 등 

2014)와 유사하였다. 냉장고 안에서 큰 용기 속에 

저장된 식품이라든지, 실온에서 조리된 음식이 방치

되는 등 부적절하게 냉장되거나 조리된 후 12시간 

이상 경과되어 배식되면 식중독 발생의 주요한 원

인이 될 수 있으므로(Albrecht 등 1992), 수행도를 높

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최근 채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

고 있지만, 식품접객업소에서 채소류 조리식품의 안

전을 위한 취급 인식 및 관리 수행도 실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 한식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채소류 위

생관리 인식과 수행도를 조사하여 향후 위생관리 

지도 점검 및 교육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채소류 위생관리 인식 조사 결과 ‘채소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은 2.60/5였고, 업소 규모를 

100m2 미만, 100m2 이상으로 나누어 볼 때 유의

적 차이를 보였다(P＜0.05). ‘채소류의 안전도 인

식’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유

통되는 채소류 안전도의 위해요인’은 ‘잔류농약’

이 가장 높았다.

2. ‘채소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대

한 인식에서 30.1%는 ‘집단급식소’, 25.1%는 ‘식

품접객업소’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최근 2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준한 위생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81.4%가 집합교육을 받고 있었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업소 규모나 조리사 자격

증 소지 유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위생담당 공무원의 채소류 위생관리 지도 점검 

시 포함 내용 중 ‘채소류의 세척ㆍ소독 수행’과 

‘절단 후 냉장보관’ 항목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업

소 규모별 ‘절단 후 냉장 보관’(P＜0.01) 등 5개 

항목에서 규모가 클수록 지도 점검 시 포함 정도

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

별 ‘채소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은 소지자는 

2.75, 미소지자는 2.55로 응답하여 소지자가 더 높

게 우려하였다. ‘채소류 안전도’는 소지자 3.49로, 

미소지자 3.53에 비해 채소류가 안전하다고 인식

하고 있었으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조

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 위생담당 공무원의 채

소류 위생관리 지도 점검 항목에서도 유의적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 구매단계의 위생관리 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구

매처 선정의 주된 이유’는 ‘신선도’가 가장 높았

고 업소 규모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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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이지 않았다. 전처리 식재료를 구매한 주된 

이유로는 업소 규모 100m2 미만은 ‘간편성’, 100m2 

이상은 ‘노동력 절감’으로 답하였다. 또한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른 유의적 차이없이 모두 

‘노동력 절감’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5. 보관단계의 위생관리 수행도는 ‘구입한 채소류는 

세척된 채소나 조리식품과 별도의 구분된 장소나 

용기에 보관’, ‘채소는 냉장실의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여 매일 온도를 체크한다’는 4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보관단계에서 ‘냉장고 보관량은 70% 

미만’에 대한 수행도가 가장 낮았다. 업소 규모가 

클수록,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할수록 수행도는 높

게 나타났으나 업소 규모별 유의적 차이는 없었고, 

조리사 자격증 유무별로는 ‘냉장고 보관량 70% 미만’ 

항목에서만 유의적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1). 

6. 전처리단계 위생관리 수행도에서는 ‘채소류 세척ㆍ

소독 방법’은 ‘물로만 세척’이 86.1%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세척제 사용’에서 8.3%, ‘살균제 

사용’은 5.5%로 미미하였으며, 업소 규모별 유의

적 차이가 있었다(P＜0.05).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물 세척만으로 충분’이 53.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살균제 사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2.34로 조사되었다. ‘살균제 사용 

필요성’ 인식도는 업소 규모가 클수록, 조리사 자

격증을 소지할수록 높았지만 그 차이는 유의적이

지 않았다. 

7. 조리ㆍ배식ㆍ잔반처리단계 위생관리 중요도 및 

수행도 인식 조사 결과, 업소 규모별 수행도에서 

‘식품 취급은 바닥에서 60cm 이상의 높이에서 사

용’ 등 11개 항목에서 업소 규모가 클수록 수행

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또는 P＜0.01).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무별 수행도는 ‘식품 취급

은 바닥에서 60cm 이상 높이에서 실시’(P＜0.05) 

등 3개 항목에서 자격증 소지자가 유의적으로 더 

높은 수행도를 보여주었다.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중요도와 수행도가 낮은 

항목은 ‘식품취급은 바닥에서 60cm 이상 높이에서 

실시’, ‘어ㆍ육류용, 채소용 싱크대 구분 사용’, 

‘데친 나물 헹굴시 음용수 사용’, ‘무치기용 도구

와 용기는 다듬거나 씻는 용도와 구분 사용’, ‘무

치기용 조리기구의 소독 후 건조 사용’, ‘무친 채

소음식의 배식 전 상온 방치 시간 줄임’, ‘조리음

식 냉장보관 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항목

은 ‘전처리 후 배식 때까지 냉장 보관’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라 집

단급식소의 관리자, 영업주 및 조리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 위생교육 시 채소류로 인한 식중독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관리 방법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업

소 규모별 수행도 인식 차이가 근본적인 문제점으

로 드러나 소규모 영세업소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육이나 점검 강화가 요구된다. 조리사 자격증 소

지자의 수행도 인식이 낮은 항목에서는 급식산업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이나 집단급식소 관리자인 영

양사가 원리 중심적 교육을 통해 강조하고, 미소지

자에 대하여는 현장의 수시 교육 등을 통하여 위생

관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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