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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제과제빵종사자의 위생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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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e of hygiene education aimed for by bakers, and the
evaluations of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concerning sanitary characteristics by the bakers.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186 bakers in Busan and the data evaluated by 5 scales method of Likert
were statistically analyzed. 20.4% of bakers have not received hygiene education. Only 32.8% of bakers have
experienced hygiene education regularly. The more the bakers were educated, the more they practiced the
contents of hygiene education. The major reason of education unfulfilment was due to insufficient equipments
and facilities. The scores of the hygienic performance of educated bakers were significantly (p<0.05) higher
than those of uneducated bakers in food sanitation, especially for sanitary characteristics on inspection,
pre-preparation and distribution. The mean scores of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evaluated by bakers
were 4.05/5.00 and 3.76/5.00, respectively. The bakers assessed the highest scores on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of personal hygiene. The gap score was -0.30 between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for
sanitary characteristics. The baker recognized that sanitary management was not performed as much as they
recognized its importance.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grid of bakers revealed that the items of checking
the certification for the origin of new food ingredient, inspecting deliveries as quickly as possible, separation
between preparing and breading time, thawing frozen food under running tap water/in refrigerator, separating
disposal gloves and utensils by the purpose, putting products in cleaned and sterilized utensils, letting consumes
know the expiration date of products, preventing a rubber hose from being left on the kitchen floor, checking
insect nets frequently and so on showed lower scores compared to the mean scores of the importance and the
performance. The levels of the hygienic performance by bake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p<0.01) with the
recognitions of the importance on sanitary characteristics. These results might provide basic data for hygienic
training and play a role on the improvement of the sanitary management in bak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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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생활의 다양화와 식품산업의 발달로 식품의 오염과 변

질의 위험이 급증하면서 건강상의 위해요인은 더욱 다양화

되었다. 최근 경제가 성장하고 환경위생 상태가 매우 양호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

식의 기회와 외식 인구의 증가로 인해 식중독의 발생형태와

규모도 집단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다(1,2). 반면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의 식생활의 고급화와 건강관리의

욕구는 증가하였으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식품제조과정에서의 위생관리는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식생활의 서구화와 다양화로 베이커리 관련 시장

규모는 2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3). 그러

나 빵 제품의 위생관리는 일부 대기업의 생산라인을 중심으

로 시행되고 있는 정도이며 자영베이커리나 중소형 베이커리

업계의 실정에 맞는 위생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식품위생 관리 시스템인 안전식품인증제(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가 식품안전수준 제고를 위

한 최적의 대안으로 Codex 기준에 선정되어 국제적인 인증

을 받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4,5). 우리나

라에서도 HACCP제도를 1995년 식품위생법에 도입하고

1996년에는 식품품질감시제도로 확정한 이래 식육제품을

시작으로 매년 그 대상 품목을 확대해 가고 있다. 빵,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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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도 HACCP의 자율 적용 품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2009

년 11월 현재 비교적 규모가 큰 9개의 제빵업체에서 식품의

약품안전청(6)으로부터 HACCP 적용을 승인받아 일부 운영

하고 있을 뿐 소규모 베이커리에서는 일반 위생관리도 체계

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생산과정의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이나 제조식품의 특성에 따른 위해요소의 분석과 위생

적인 관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동

안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식중독 관련 미생물 관리 등(7-12)에 관한 것이었

으며 제과제빵분야에서의 위생관리에 대하여는 일부 베이

커리를 대상으로 종사자 개인위생, 용기 및 시설, 작업장의

위생환경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 분석에 대한 연구(13,14)

와 공장형 제빵업체의 생산제품의 미생물학적 위해도 연구

(15)에서 미생물의 위해를 부분적으로 분석 평가하였을 뿐

다양한 제과제빵과정의 체계적 위생관리 실태나 방법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하다. 위생관리시스템의 운영은 관련 종사자

들의 위생에 대한 인식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16,17)

위생관리에 관한 인식정도 또한 이미 선행연구가 많이 진행

된 단체급식에서 HACCP의 위생교육에 관한 연구(18,19)나

관련종사자들의 인지도나 위생지식과 업무수행수준 조사

(20-22) 등에 포함되어 연구되어 왔으며 제과제빵영역에서

는 Kang (23)이 일부 위생․영양을 포함한 품질관리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 제과제빵 과정의

위생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인식이나 현장

의 수행정도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급성장한 베이커리업계의 소비동향에서 소비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맛과 신선도인 것으로 조사(24)되고

있다. 그러나 빵이나 과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비해 이들의 제조 분야의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 지침

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위생교육은 매우 부족하다.

제과제빵 공정은 그 동안 연구가 많이 수행된 생산․제조

및 집단급식소의 공정과는 작업환경과 제조공정에 많은 차

이가 있다. 따라서 식자재 구매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제과제빵 공정과 환경의 특성을 적용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위생관리 시스템과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HACCP의 적

용을 위해서도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일반 위생관리 기준이

전제되어야 하며 제과제빵종사자들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실무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

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관련종사자들의 기초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제과제빵 산업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베이커리업계의 현장 실무자들이

느끼는 위생관리의 여러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나 수

행수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시내 제과제빵 관련 종사자들에 대

한 위생교육 실태와 적용 시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제과제빵

위생관리에 필요한 요인들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현재 종사자들의 위

생에 대한 의식수준과 현장 위생관리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향후 이 분야에서의 보다 체계적인 위생관리 도입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나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교육․훈련 방법과

방향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내 윈도우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베이커

리, 특급 호텔베이커리 등 제과제빵 관련업계 종사자들 20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의 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제과제빵종사자들을 방문하여 본 조사의 목적을 설명

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직접 기록하게 하는 자가 기록 방

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

월까지였으며 설문지는 총 192부(회수율: 96%)를 회수하였

으며 그중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186부(이용율:

93%)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

설문문항은 관련문헌들을(22,25) 참고로 연구자가 고안한

후, 조사 실시 전 미리 일부 제과제빵종사자들에게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

였다. 조사내용은 대상자들의 일반사항과 위생교육 등에 관

한 사항으로 10문항을 구성하였다. 제과제빵 위생의 중요도

와 수행도 평가를 위해서는 각각 40문항씩을 작성하여 조사

한 후 신뢰도가 낮은 5문항을 제외한 35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7개의 위생요인(검수위생, 저장위생, 전처리위생, 제조

위생, 분배위생, 시설위생, 개인위생)으로 분류하였다. 검수

위생 요인은 신규품목/업체 선정 시 시험성적서와 원산지

증명서 확인 등의 4문항, 저장위생 요인은 외포장 제거 후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냉동고 보관 등의 5문항, 전처리위생

요인은 전처리 시간과 제과제빵 공정시간의 구분 등의 5문

항, 제조위생 요인은 전용 칼, 도마의 분리사용 등의 5문항,

분배위생 요인은 후레쉬 상태로 제공되는 원재료로 만든 제

품의 즉시 냉장 보관 등의 4문항, 시설위생 요인은 냉장고

(5oC이하), 냉동고(-18oC 이하) 온도 하루 2번 이상 확인 등

의 6문항, 개인위생 요인은 작업 전과 화장실 사용 후 손의

세척과 소독 등의 6문항이었다.

측정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

로 5개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문항간의 내적 일관성

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항목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위생요인

에 대한 Cronbach's alpha를 조사하여 신뢰도를 평가한 결

과 중요도에 대한 신뢰도는 0.9609(요인별 0.7225～0.8512)

이었고, 수행도에 대한 신뢰도는 0.9591(요인별 0.7153～

0.8792)로 Nunnally(26)가 제시한 0.70 수준을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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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PC 12.0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사항의 각 항목에 대하여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위생교육 경험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

용정도는 χ2-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제과제

빵종사자들의 일반사항에 따른 위생 요인별, 항목별 차이를

t-test와 one way-ANOVA를 이용하여 검증하고 각 집단

간의 유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하였다. 위생요인별 중요도와 수행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제과제빵종사자들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

다. 제과제빵종사자 총 186명 중 남자는 62.4%, 여자는

37.6%였으며 집단급식소의 조리종사자들은 여성이 많았던

선행연구들(27,28)과는 대조적으로 현재 제과제빵 분야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16 (62.4)

Female 70 (37.6)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2 (1.1)

High school 77 (41.4)

College 81 (43.5)

University 26 (14.0)

Age (years)

≤25 50 (26.9)

26～30 51 (27.4)

31～35 36 (19.4)

36≤ 34 (18.3)

(15)
1)
(8.0)

Bakery type

Window 88 (47.3)

Franchise 48 (25.8)

Hotel 35 (18.8)

Others 15 (8.1)

Work experience
(years)

≤1 36 (19.3)

1<year≤4 47 (25.3)

4<year≤7 23 (12.4)

7<year≤10 19 (10.2)

10< 45 (24.2)

(16) (8.6)

Type of employment

Daily 21 (11.3)

Contract 22 (11.8)

Regular 126 (67.8)

Others 11 (5.9)

(6) (3.2)

Job level

Top manager 53 (28.5)

Engineer 88 (47.3)

Assister, etc. 40 (21.5)

(5) (2.7)

Total 186 (100)
1)
Not designated.

종사자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41.4%, 2년제 대학 43.5%, 4년제 대학

14.0%로 2년제 대학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았는데

2002년 Kang의 연구(23)에서 서울시내 제과제빵종사자들

의 최종학력이 고졸 56%, 2년제 대학 졸업이 41.6%였던 결

과와 비교하면 제과제빵종사자들의 학력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은 25세 이하 26.9%, 26세～30세 27.4%, 31

세～35세가 19.4%, 36세 이상이 18.3%로 평균 30.1세 정도였

다. 대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베이커리는 윈도우베이커리

가 47.3%, 프랜차이즈 25.8%, 특급호텔 18.8%이었으며 조사

대상자들의 경력은 1년 초과～4년 이하의 경력자가 25.3%

로 가장 많았고 10년이 경과한 경력자도 24.2%나 되었으며

경력 평균은 7.4년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정규직이 67.8%

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업무는 최고경영자 28.5%, 기술자

47.3%, 보조기술자와 기타 관련자가 21.5%였다.

위생교육경험과 적용정도

제과제빵종사자의 위생교육경험은 Table 2에서와 같이

받은 적이 없는 종사자가 20.4%나 되었으며 받은 적은 있으

나 주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종사자가 46.8%였고 주기적

으로 받고 있는 종사자는 32.8%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

지역 급식종사자의 경우는 95%가 위생교육을 받았던 결과

(27)와 비교한다면 조리관련 종사자들에 비해 제과제빵종사

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이 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위생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 종사자 중 교육의 내용을

업무수행에 적용하고 있는 정도는 Table 3과 같았다. 위생

교육 경험에 따라 교육내용 적용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

(p<0.05)를 나타내었으며 비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종

사자 중에는 반 정도 적용한다가 78.7%로 가장 많았고 주기

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종사자의 경우는 잘 적용한다가

6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ong과 Yoon(28)은

조리종사원의 위생관련 업무수행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Table 2. Hygiene education experience of subjects

Variables N (%)

Hygiene education
None
Irregularly
Regularly

38 (20.4)
87 (46.8)
61 (32.8)

Total 186 (100)

Table 3. Application level after the hygiene education
N (%)

Application level
Total
(n=147)Not good

(n=11)
Good
(n=66)

Very well
(n=70)

Hygiene education
Irregularly
Regularly

7 (8.1)
4 (6.6)

48 (78.7)
18 (29.5)

31 (36.0)
39 (63.9)

86 (100)
61 (100)

χ²=11.448 p=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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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asons for unapplicable hygiene education N (%)

Difficult
contents

Unknown the
application process

Insufficient equipments
and facilities

Lack of time Others
Total
(n=118)

Hygiene
education

Irregularly
Regularly

5 (6.9)
7 (15.2)

7 (9.7)
4 (8.7)

32 (44.4)
14 (30.4)

18 (25.0)
12 (26.1)

10 (13.9)
9 (19.6)

72 (100)
46 (100)

χ²=3.909 p=0.419

일회적인 위생교육이나 훈련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현실적,

구체적 평가를 통하여 feedback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교육전문인에게 전문적인 위생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위생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베

이커리 현장에서 위생교육의 내용이 잘 적용된 결과를 보였

으므로 제과제빵 분야에서도 위생관리의 수행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며 시연이나

체험, 수행 수준 평가 등을 함께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등

에 의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받

지 않거나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던 앞의 결

과를 고려할 때 위생교육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현

장과 밀착되며 실용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가 교

육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생교육의 내용을 적용 못하는 이유로는 비주기적 교육

을 받았던 종사자들과 주기적 교육을 받았던 종사자들이 각

각 44.4%, 30.4%로 ‘시설설비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

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시간 없음을 각각 25.0%, 26.1%로

응답하였다(Table 4). Lee 등의 연구(20)에서 사업체 급식에

서도 ‘시설설비부족’을 HACCP을 도입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Ryu(29)도 HACCP의 연구 결과를

실제급식소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제한점으로 시설의 열

악함,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 및 지식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Powers(30)는 HACCP 등에 의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조

리기기, 기구 및 작업장 시설의 재질과 구조가 필수요건임을

보고하였고 Kwak(31)도 급식소 HACCP 시스템의 적용 확

대를 위해서는 HACCP개념에 입각한 급식시설의 layout, 작

업공정에 따른 위생적인 작업구역 구분, 기기설비의 위생규

격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고려

할 때 베이커리현장에서도 효율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설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

다 하겠다.

제과제빵종사자의 특성과 중요도 평가

제과제빵종사자들이 인식한 위생요인별 중요도를 일반적

인 특성에 따라 분석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연령에 따

른 차이에서는 저장위생 요인에서 25세 이하의 중요도 점수

가 가장 낮았고 36세 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학력에 따라서는 위생요

인들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경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경력이 오래될수록 위생요인들에 대하여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검수위생 요인에

대하여는 4년 초과 경력자들의 중요도 점수가 1년 이하 경력

자들의 점수보다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p<0.05) 높았고

저장위생 요인에 대하여는 10년 초과 경력자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1년 이하 경력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p<0.01).

윈도우, 프랜차이즈, 호텔 등 근무지별로는 중요도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담당업무별 차이에서는

7가지 위생요인 모두에서 최고경영자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검수위생(p<0.05), 저장위생(p<0.01), 전처

리위생(p<0.05), 제조위생 요인(p<0.05)에서는 최고경영자

의 중요도 점수가 기술자나 보조기술자들의 점수보다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와 같이 경영자가 다른

제과제빵종사자들보다 위생관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은 고무적이며 Lee 등(20)은 최고 경영자가 HACCP도

입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때 성공적인

실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생교육경험에 따라서는

검수위생, 저장위생, 전처리위생, 분배위생 요인에서는 주기

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았던 종사자의 중요도 점수가, 시설위

생과 개인위생 요인에서는 비주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았

던 종사자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Hernandez(32)는 식품안전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위생습

관으로 식중독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Farkas(33)는 급식종사자의 식품취급 습관이 소비자의 건강

과 관련 있음을 급식종사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던

제과제빵종사자의 중요도 점수와 교육을 받지 않았던 종사

자의 중요도 점수가 유의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던 결과는 제과제빵위생의 중요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였

거나 교육의 효과가 미진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위생교

육의 내용과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과제빵종사자들의 특성과 수행도 평가

조사대상 제과제빵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위

생요인별 수행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연

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저장위생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

(p<0.05)를 보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수행도 점수가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검수위생, 전처리위생, 제조위생, 시설위

생, 개인위생 요인에서 2년제 졸업 이상의 제과제빵종사자

들이 고졸이하의 제과제빵종사자들보다 수행도를 높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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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cognition of importance levels on sanitary factors by baker'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anitary factors (mean±SD)
Inspection Storage

Pre-
preparation

Breading Distribution
Equipment and
facility

Personal
hygiene

Age (years)
≤25
26～30
31～35
36≤

3.91±0.551)
4.05±0.62
4.08±0.51
3.98±0.62

3.84±0.62b3)
4.08±0.68ab
4.17±0.67a
4.28±0.59a

3.83±0.56
3.91±0.73
3.94±0.68
3.91±0.80

3.98±0.60
3.96±0.65
4.13±0.68
4.03±0.88

3.98±0.74
3.82±0.68
4.00±0.60
4.10±0.71

4.02±0.59
3.96±0.59
4.06±0.59
3.96±0.87

4.14±0.63
4.15±0.63
4.35±0.51
4.28±0.75

F-value ns
2)

3.348
*

ns ns ns ns ns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Above college

3.99±0.60
4.08±0.61

4.23±0.58
4.05±0.70

3.92±0.74
3.97±0.68

4.06±0.67
4.06±0.72

4.11±0.66
3.93±0.71

4.04±0.65
4.06±0.65

4.22±0.66
4.27±0.60

t-value ns ns ns ns ns ns ns

Work experience (years)
≤1
1<year≤4
4<year≤7
7<year≤10
10<

3.80±0.67b
4.10±0.60ab
4.17±0.51a
4.20±0.36a
4.23±0.64a

3.86±0.73c
4.04±0.59bc
4.21±0.69abc
4.34±0.53ab
4.44±0.56a

3.91±0.59
3.81±0.72
4.13±0.79
4.00±0.63
4.17±0.71

4.03±0.60
3.88±0.72
4.17±0.67
4.25±0.58
4.23±0.76

3.90±0.78
3.98±0.67
3.91±0.71
4.14±0.66
4.22±0.67

4.00±0.59
4.00±0.62
4.11±0.53
4.10±0.70
4.17±0.77

4.16±0.63
4.24±0.59
4.23±0.61
4.37±0.51
4.43±0.67

F-value 2.503* 4.631** ns ns ns ns ns

Bakery type
Window
Franchise
Hotel
Others

3.97±0.66
4.17±0.58
3.99±0.56
4.13±0.58

4.10±0.70
4.16±0.62
3.95±0.67
4.36±0.68

4.01±0.69
3.98±0.64
3.75±0.79
3.94±0.65

4.08±0.69
4.15±0.63
3.86±0.78
4.07±0.73

4.02±0.74
4.03±0.69
3.88±0.61
3.96±0.62

4.01±0.70
4.13±0.60
3.94±0.60
4.19±0.64

4.20±0.69
4.29±0.58
4.23±0.61
4.28±0.55

F-value ns ns ns ns ns ns ns

Job level
Top manager
Engineer
Assister, etc.

4.26±0.76a
3.98±0.71b
3.97±0.74b

4.38±0.67a
4.00±0.60b
4.04±0.76b

4.11±0.74a
3.82±0.66b
4.06±0.71ab

4.26±0.73a
3.94±0.64b
4.04±0.76ab

4.10±0.75
3.96±0.65
3.98±0.75

4.14±0.80
3.98±0.58
4.11±0.61

4.36±0.69
4.16±0.60
4.33±0.59

F-value 3.488* 5.154** 3.192* 3.147* ns ns ns

Hygiene education
None
Irregularly
Regularly

3.92±0.57
4.06±0.63
4.10±0.61

4.09±0.64
4.02±0.71
4.25±0.62

3.91±0.62
3.90±0.72
4.03±0.72

4.11±0.61
4.00±0.71
4.09±0.75

3.95±0.76
3.95±0.70
4.08±0.64

4.03±0.63
4.06±0.66
4.03±0.66

4.15±0.64
4.28±0.62
4.24±0.65

F-value ns ns ns ns ns ns ns
1)Score scale: 1 (never important)～5 (very important).
2)
Not significant.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
p<0.05,

**
p<0.01.

가하고 있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경력에 따른 차이

에서는 검수위생과 저장위생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며 경력이 많은 제과제빵종사자가 경력이 적은 종사자

보다 수행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검수위생에서는 10

년 초과 경력자의 수행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p<0.05) 다음

은 4년 초과～10년 이하, 4년 이하 경력자의 순이었으며 저

장위생에서도 10년 초과 경력자의 수행도 점수가 가장 높았

고 1년 이하 경력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p<0.05). 윈도우,

프랜차이즈, 호텔 등 근무지별로는 수행도 평가에 있어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담당업무별로는 특히 검

수위생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며 최고 경영자,

기술자, 보조기술자 등의 순으로 수행도 점수가 높았다. 다

른 위생요인에 대하여는 중요도 평가에서 만큼 최고기술자

의 수행도 평가가 기술자나 보조기술자의 수행도 평가와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최고 기술자는 기술자나 보조

기술자에 비해 자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만큼은 실제 수

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위생교육경험에

따른 차이에서는 7가지 위생요인 모두에서 위생관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종사자의 수행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검수위생

과 전처리위생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p<0.05)를 나타내

며 위생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은 종사자의 수행도 평가가 가

장 높았고 다음은 비주기적으로 받은 종사자의 수행도였으며

위생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제과제빵종사자의 수행도 평가가

가장 낮았다. 분배위생 요인에 대해서도 위생교육경험이 있

는 종사자의 수행도 점수가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이며

위생교육경험이 없는 종사자의 수행도 점수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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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valuation of performance levels on sanitary factors by baker'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Sanitary factors (mean±SD)
Inspection Storage

Pre-
preparation

Breading Distribution
Equipment
and facility

Personal
hygiene

Age (years)
≤25
26～30
31～35
36≤

3.42±0.691)
3.64±0.73
3.69±0.83
3.76±0.62

3.44±0.84b3)
3.80±0.86ab
3.94±0.86a
3.95±0.86a

3.69±0.69
3.71±0.72
3.76±0.72
3.67±0.79

3.74±0.72
3.61±0.78
3.80±0.79
3.57±0.92

3.70±0.61
3.47±0.70
3.63±0.79
3.66±0.77

3.63±0.78
3.71±0.65
3.88±0.82
3.45±0.72

3.93±0.67
3.93±0.64
4.04±0.76
3.75±1.02

F-value ns
2)

3.303
*

ns ns ns ns ns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Above college

3.67±0.77
3.70±0.71

3.87±0.93
3.77±0.83

3.70±0.77
3.79±0.70

3.68±0.80
3.78±0.80

3.70±0.73
3.63±0.71

3.64±0.77
3.79±0.74

3.89±0.79
4.02±0.71

t-value ns ns ns ns ns ns ns

Work experience (years)
≤1
1<year≤4
4<year≤7
7<year≤10
10<

3.50±0.81b
3.54±0.71b
3.76±0.63ab
3.86±0.84ab
3.99±0.67a

3.58±0.97b
3.74±0.80ab
3.70±0.83ab
4.07±0.65ab
4.19±0.85a

3.74±0.72
3.74±0.72
3.62±0.73
3.87±0.73
3.91±0.77

3.77±0.76
3.69±0.71
3.70±0.79
3.93±0.79
3.81±0.85

3.64±0.65
3.65±0.61
3.39±0.66
3.81±0.98
3.89±0.66

3.70±0.82
3.70±0.66
3.81±0.54
3.95±1.02
3.70±0.76

3.99±0.73
4.05±0.64
3.89±0.45
4.08±0.75
4.00±0.92

F-value 2.725* 2.999* ns ns ns ns ns

Bakery type
Window
Franchise
Hotel
Others

3.61±0.88
3.69±0.57
3.82±0.66
3.60±0.72

3.68±0.89
3.79±0.79
3.91±0.85
4.16±0.88

3.75±0.72
3.74±0.65
3.68±0.85
4.03±0.72

3.74±0.75
3.79±0.79
3.60±0.90
3.81±0.88

3.69±0.73
3.60±0.65
3.64±0.74
3.65±0.82

3.69±0.77
3.73±0.67
3.71±0.78
3.90±0.93

3.93±0.73
3.97±0.71
3.96±0.79
4.03±0.89

F-value ns ns ns ns ns ns ns

Job level
Top manager
Engineer
Assister, etc.

3.89±0.73a
3.66±0.71ab
3.46±0.78b

4.02±0.92
3.74±0.83
3.64±0.89

3.83±0.79
3.72±0.70
3.75±0.75

3.80±0.92
3.70±0.73
3.71±0.81

3.77±0.89
3.60±0.64
3.63±0.69

3.69±0.90
3.73±0.68
3.72±0.76

3.90±0.93
3.94±0.67
4.07±0.70

F-value 3.329* ns ns ns ns ns ns

Hygiene education
None
Irregularly
Regularly

3.40±0.77b
3.69±0.71ab
3.84±0.75a

3.57±0.92
3.80±0.80
3.94±0.86

3.51±0.69b
3.77±0.68ab
3.91±0.77a

3.55±0.84
3.71±0.76
3.89±0.81

3.38±0.62b
3.66±0.74a
3.84±0.69a

3.53±0.84
3.79±0.71
3.77±0.75

3.79±0.73
3.99±0.73
4.03±0.78

F-value 3.484* ns 3.449* ns 4.646* ns ns
1)Score scale: 1 (very poor)～5 (very good).
2)
Not significant.
3)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
p<0.05,

**
p<0.01.

이상의 결과는 위생교육이 제과제빵종사자의 현장에서의

위생직무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 결과인데 Kim

과 Kim(34)은 선식류 제조의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통해 작

업자, 조리기구 및 환경의 위생검사에서 미생물 검출이 감소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Featsent(35)는 위생교육을 통해 대

부분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부적절한 작업위생과 개인위

생문제를 줄일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Bryan(16)은

급식에 있어 위생관리의 효율적 실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사자들의 실천의지가 전제되어야 함을 보고하였으며 Lyu

와 Jang(36)도 조리종사자들의 개인위생 및 위생습관의 올

바른 실천이 식품의 안전성 유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

였다. 따라서 제과제빵 분야에서도 빵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

자의 위생적인 작업습관이 소비자의 건강과 식중독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제조과정과 제품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해 위생적 직무수행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

매뉴얼이 요구된다.

제과제빵 위생요인별 중요도와 수행도 평가의 갭 및 격

자도 분석

제과제빵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위생항목과 요인별

중요도와 수행도의 갭을 분석하여 Table 7에 나타내었다.

제과제빵 위생요인의 중요도 전체 평균은 4.05였고 제과제

빵종사자들은 개인위생을 4.23±0.64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저장위생(4.10±0.68), 검수위생

(4.05±0.60)과 제조위생(4.05±0.70), 시설위생(4.04±0.65),
분배위생(3.99±0.69) 요인의 순으로 전처리과정에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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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ap of evaluation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n sanitary characteristics by the bakers

Items Importance
1)
Performance

2)
Gap

3)
t-value

Inspection

Check the certification for the origin of new food
ingredient.
Inspect deliveries as quickly as possible (in 1 hour).
Monitor temperature of frozen-foods and cool-foods.
Check the expiration data.

3.79±0.85

3.89±0.85
4.04±0.86
4.33±0.77

3.34±1.02

3.58±1.06
3.69±1.00
4.17±0.94

-0.49±0.99

-0.32±0.99
-0.32±0.97
-0.15±0.91

6.49
**

4.37**

4.17**

2.21
*

Sub mean 4.05±0.60 3.69±0.77 -0.35±0.70 6.17
**

Storage

Keep storage food refrigerated and frozen before using
them.
Store refrigerated foods after taking off its outer package.
Store food materials separately in the refrigerator.
Store food cleanly to avoid the damage of package.
Keep store rooms proper temperature, humidity and well
ventilated.

4.21±0.91

4.02±0.90

4.03±0.95
4.16±0.83
4.03±0.93

3.90±1.05

3.62±1.08

3.78±1.06
3.84±1.04
3.74±1.03

-0.30±0.83

-0.40±0.92

-0.28±0.89
-0.33±1.02
-0.31±0.89

4.76
**

5.77
**

4.13**

4.15**

4.67
**

Sub mean 4.10±0.68 3.79±0.86 -0.31±0.68 5.87
**

Pre-preparation

Separate between preparing and breading time.
Thaw frozen food under running tap water (below
21
o
C)/in refrigerator.

Cut the inedible por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when
wash them.
Serve raw fruit and vegetable after cleaning and
sanitizing.
Prevent foods from leaving on the kitchen floor.

3.87±0.91
3.74±1.00

4.15±0.90

3.93±0.92

4.03±0.96

3.61±1.01
3.52±1.03

4.03±0.96

3.77±0.94

3.80±1.08

-0.26±0.88
-0.25±0.94

-0.15±0.92

-0.18±0.92

-0.23±0.95

2.60
**

2.07
*

1.29

1.57

2.17
*

Sub mean 3.94±0.70 3.75±0.73 -0.20±0.57 2.51
*

Breading

Separate knives and chopping boards according to the
breading steps.
Separate disposal gloves and utensils by the purpose.
Clean and sterilize chopping boards whenever handle
different foods.
Not allow refreezing of thawed foods.
Use the standard recipe.

4.03±0.93

4.02±0.86
4.04±0.86

4.07±0.95
4.10±0.99

3.65±1.05

3.68±1.08
3.71±0.99

3.70±1.02
3.93±1.05

-0.41±0.93

-0.37±0.93
-0.34±0.93

-0.39±0.93
-0.18±0.93

3.63
**

3.22
**

3.38
**

3.52**

1.54

Sub mean 4.05±0.70 3.73±0.79 -0.34±0.57 3.95**

Distribution

Hold hot-foods above 60
o
C.

Keep flesh foods below 5
o
C.

Put products in cleaned and sterilized utensils.
Let consumes know the expiration date of products.

3.91±0.90
4.08±0.86
4.02±0.91
3.92±0.91

3.63±1.03
3.86±0.90
3.58±0.96
3.49±1.01

-0.29±0.93
-0.23±0.93
-0.45±0.93
-0.43±0.93

2.59
*

2.29
*

4.50**

4.17**

Sub mean 3.99±0.69 3.65±0.71 -0.34±0.56 4.43
**

Equipment and
facility

Clean and sterilize equipments separately after use.
Check temperature of refrigerator (below -18

o
C) and

freezer (below 5
o
C) regularly (above 2 times/day).

Design the layout of utilities to prevent contamination.
Locate hand washing facilities in proper place.
Prevent a rubber hose from being left on the kitchen floor.
Check insect nets frequently.

4.10±0.86
4.10±0.89

4.13±0.86
4.04±0.98
3.86±0.93
3.97±0.86

3.90±0.94
3.73±1.04

3.75±0.95
3.72±1.11
3.64±1.11
3.57±0.98

-0.19±0.93
-0.38±0.93

-0.38±0.93
-0.34±0.93
-0.23±0.93
-0.42±0.93

2.08
*

3.65
**

3.86**

2.91**

2.00
*

4.13
**

Sub mean 4.04±0.65 3.71±0.75 -0.33±0.60 4.26**

Personal
hygiene

Wear disinfected clothes, hair restraints.
Remove jewelry prior to while baking.
No permission of cuts and sores on hands at baking.
Separate working shoes.
Wash and sterilize hands before work/after use toilet.
Verifying the reports of health inspection of bakers.

4.26±0.85
4.27±0.90
4.10±0.85
4.09±0.87
4.28±0.84
4.35±0.82

4.16±0.97
4.12±1.00
3.66±0.99
3.66±1.15
4.06±0.89
4.07±1.03

-0.11±0.93
-0.17±0.93
-0.45±0.93
-0.43±0.93
-0.21±0.93
-0.27±0.93

1.07
1.52
4.45

**

4.02**

2.41*

2.75
**

Sub mean 4.23±0.64 3.95±0.75 -0.28±0.54 3.73
**

Total mean 4.05±0.89 3.76±1.01 -0.30±0.94 14.585**
1,2)
Score scale: 1 (never important, very poor)～5 (very important, very good).

3)
Gap=Performance-Importance.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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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3.94±0.70)관리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항목

에서 중요도는 ‘정기적(연1회) 신체검사와 기록 보관’이 4.35

로 가장 높은 점수인 반면 ‘냉동식품의 냉장고나 21oC 이하

흐르는 찬 물에서의 해동’이 3.74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

었다. 식품의 실온 해동 등 부적절한 해동은 미생물의 증식

과 교차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해동 방법의 중요

성을 교육 등을 통해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현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위생관리 수행수준의 전체

평균은 3.76으로 다소 수행한다(4점)와 그저 그렇다(3점) 사

이의 수준이었다. 개인위생(3.95±0.75), 저장위생(3.79± 
0.86), 전처리위생(3.75±0.73), 제조위생(3.73±0.79), 시설위

생(3.71±0.75), 검수위생(3.69±0.77), 분배위생(3.65±0.71)
요인의 순으로 제조 후 분배 단계의 위생관리가 가장 잘 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항목에서 수행도는 ‘검수 시

가공식품의 유통기한 확인’이 4.17로 가장 높은 점수였으며

‘신규품목/업체 선정 시 시험성적서와 원산지 증명서 확인’

이 3.34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중요도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던 개인위생 요인이 수행도

에서도 역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Kim과

Kim(13)의 연구에서는 제과점에 종사하는 조리원의 조리전

의 손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및 곰팡이가 검출되지

않아 위생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작업과정 중이나 작업 후의

손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어 위생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급

식장의 종업원의 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지 않았

던 Park 등의 연구(37)와 비교하여 아직도 제과점의 위생에

대한 교육이 일반 급식소 종사자들의 위생교육 수준과 차이

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Orm 등(14)은 소규모 베이커리내

의 제빵종사자의 개인위생상태 파악을 위한 미생물 실험 결

과 제빵종사자의 손의 위생관리는 점포에 따라 달랐고 모자

는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판매자의 손은 재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자의 관리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 따라서 제과제빵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현황에 대

하여는 미생물 실험 등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더욱 검토하여

관리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과제빵종사자들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앞의 결과에서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종사자가 32.3%에 불과

하였음을 고려할 때 제과제빵 종사자들의 위생관리의 수행

수준은 향후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교육 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과제빵종사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중요도와 수행도의

평균 갭지수는 -0.30이었다.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는 검수

위생, 제조위생과 분배위생, 시설위생, 저장위생, 개인위생,

전처리위생 요인의 순으로 제과제빵종사자들은 검수위생

(-0.35), 제조위생(-0.34)과 분배위생(-0.34), 시설위생(-0.33)

요인을 그들이 인지하는 중요도와 실제 수행수준 간에 비교

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과제빵종사자의 중요도와 수행도 평가 결과를 보다 효

율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규명하기 위

해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technique를 이

용하여 Fig. 1과 같이 격자도상에 나타내었다. 제과제빵종사

자의 중요도의 평균값 4.05(Y축의 분할선)와 수행도의 평균

값 3.76(X축의 분할선)을 기준으로 A, B, C, D 4구간으로

구분하였다.

격자도의 A 사분면은 수행도는 낮으나(평균이하) 중요도

는 평균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영역이다. 항목으로는 ‘해동

된 식자재 재냉동 금지’, ‘냉장고(5
o
C이하), 냉동고(-18

o
C이

하) 온도 하루 두 번 이상 확인’, ‘기구 및 시설은 식품의 오염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치’, ‘손에 상처 난 사람은

제과 제빵 작업 금지’, ‘작업 전용신발 구분 착용’이 이 영역

에 속했는데 이들 항목들에 대하여는 수행수준이 낮은 이유

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수행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B 사분면에 속하는 ‘검수 시 가공식품 유통기한 확인’, ‘냉

장․냉동식품을 검수 후 사용할 때까지 냉장·냉동 보관’, ‘식자

재 청결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 ‘채소, 과일 세척

시 부패, 변질 및 비 가식부분 제거’, ‘표준 레시피 사용’, ‘후레

쉬 상태로 제공되는 원재료로 만든 제품의 즉시 냉장 보관’,

‘기기 사용 후 분리 세척’, ‘위생복 위생모 착용’, ‘작업 시 시

계, 장신구 미착용’, ‘작업 전과 화장실 사용 후 손의 세척과

소독’, ‘정기적(연1회) 신체검사와 기록 보관’은 제과제빵종

사자가 위생관리를 위해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수행도도 높

다고 평가하고 있는 항목들로서 계속적으로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수행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C 사분면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신규 품목/업체 선정 시

시험 성적서와 원산지 증명서 확인’, ‘입고 후 빠른 시간(1시

간)내에 검수’, ‘검수 시 냉장·냉동식품 온도 확인’, ‘외포장

제거 후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냉동고 보관’, ‘창고의 적절한

온도, 수분, 통풍이 잘 되도록 유지’, ‘식자재의 전처리 시간

과 제과제빵 공정시간의 구분’, ‘냉동식품의 냉장고나 21oC

이하의 흐르는 찬 물에서의 해동’, ‘전용 칼, 도마의 분리사

용’, ‘장갑, 용기의 용도별 분리사용’, ‘도마의 식품 품목이 바

뀔 때마다의 세척/소독’, ‘뜨겁게 제공되는 식품의 60oC 이상

보관’, ‘제조가 완료된 제품은 세척/소독이 완료된 식기구에

보관’, ‘제품판매 시 소비자에게 취식완료시간 알림’, ‘적절한

위치에 세면대 구비’, ‘고무호스의 바닥 방치방지’, ‘방충문과

방충망의 확인 관리’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들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았으므로 특히 검토 후 인식의 전환과 적극

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되어야 하며

위생교육 시 이 항목들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D 사분면은 수행도는 다소 높으나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

는 영역으로 항목으로는 ‘식자재의 냉장․냉동고에서 분리

보관’, ‘생으로 제공되는 채소, 과일의 세척 후 소독’, ‘식자재

바닥에 놓지 않음’이 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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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ant A:
18. Not allow refreezing of thawed foods.
25. Check temperature of refrigerator (below -18oC) and
freezer (below 5oC) regularly (above 2 times/ day).

26. Design the layout of utilities to prevent contamination.
32. No permission of cuts and sores on hands at baking.
33. Separate working shoes.
Quadrant B:
4. Check the expiration data.
5. Keep storage food refrigerated and frozen before us-
ing them.

8. Store food cleanly to avoid the damage of package.
12. Cut the inedible por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when
wash them.

19. Use the standard recipe.
21. Keep flesh foods below 5oC.
24. Clean and sterilize equipments separately after use.
30. Wear disinfected clothes, hair restraints.
31. Remove jewelry prior to while baking.
34. Wash and sterilize hands before work/after use toilet.
35. Verifying the reports of health inspection of bakers.

Quadrant C:
1. Check the certification for the origin of new food ingredient.
2. Inspect deliveries as quickly as possible (in 1 hr).
3. Monitor temperature of frozen-foods and cool-foods.
6. Store refrigerated foods after taking off its outer package.
9. Keep store rooms proper temperature, humidity and well ventilated.
10. Separate between preparing and breading time.
11. Thaw frozen food under running tap water (below 21

o
C)/in

refrigerator.
15. Separate knives and chopping boards according to the breading
steps.

16. Separate disposal gloves and utensils by the purpose.
17. Clean and sterilize chopping boards whenever handle different foods.
20. Hold hot-foods above 60

o
C.

22. Put products in cleaned and sterilized utensils.
23. Let consumes know the expiration date of products.
27. Locate hand washing facilities in proper place.
28. Prevent a rubber hose from being left on the kitchen floor.
29. Check insect nets frequently.
Quadrant D:
7. Store food materials separately in the refrigerator.
13. Serve raw fruit and vegetable after cleaning and sanitizing.
14. Prevent foods from leaving on the kitchen floor.

항목들은 수행도 점수는 평균보다 다소 높았으나 중요도 점

수가 낮았으므로 교육 등을 통하여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

록 개선되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반영한 위생관리 교육이나 실무 훈

련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제과제빵 분야의 상황과 구체적

인 위생항목까지 관리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제과제빵 위생요인별 중요도와 수행도의 상관관계 분석

제과제빵종사자들의 위생요인별 중요도와 수행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제과제빵의 모든

위생요인의 중요도와 수행도 간에는 유의적인(p<0.01)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제조위생 요인의 중요도와

수행도의 상관계수가 0.7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저장위생,

전처리위생, 분배위생, 시설위생, 개인위생 요인의 중요도

와 수행도도 상관계수 0.6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Yoo와 Shin(38)의 연구에서도 호텔 조리사의 HACCP적용

에 따른 주방 설비의 중요도 인식은 조리전, 조리시, 조리후

각 단계의 위생관리 직무수행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제과

제빵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향상을 통

해 수행의지를 유도함이 중요하다. 또한 위생관리의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효과적인 방법이 개발되

어 직무훈련에 적용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모색이 필요

하다. Rennie(39)는 작업환경과 밀착된 훈련프로그램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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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id analysis of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evaluated by the b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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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sanitary factor by baker correlation coefficient

Performance

Inspection Storage
Pre-

preparation
Breading Distribution

Equipment
and facility

Personal
hygiene

Importance

Inspection
Storage
Pre-preparation
Breading
Distribution
Equipment and facility
Personal hygiene

0.470**

0.416
**

0.351**

0.305
**

0.358**

0.385
**

0.365**

0.565**

0.629
**

0.489**

0.475
**

0.495**

0.483
**

0.523**

0.474**

0.540
**

0.685**

0.509
**

0.535**

0.521
**

0.498**

0.515**

0.548
**

0.560**

0.713
**

0.576**

0.552
**

0.499**

0.446**

0.513
**

0.537**

0.540
**

0.678**

0.536
**

0.517**

0.455**

0.543
**

0.523**

0.556
**

0.454**

0.644
**

0.573**

0.508**

0.548
**

0.497**

0.540
**

0.415**

0.615
**

0.712**

**p<0.01.

생지식의 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경우에 효과가 커진다고

하였으며 McSwane 등(40)은 교육프로그램은 지식과 기술

을 알게 함은 물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

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베이커리 현장 종사자들의 위생교육

실태와 그들이 인지하는 위생관리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의 분석 결과를 제과제빵종사원용 위생교육 프로그

램 개발에 사용한다면 현장의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의 정

착과 HACCP도입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

과는 위생관리체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미흡하며 식품위생

법규에 근거한 기초 관리 수준으로 위생교육(41)이 이루어

지고 있는 베이커리 현장에서 위생관리의 취약점을 개선하

고 위생적인 생산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

용되어 체계적인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부산시내 제과제빵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조사한 설문지 186부를 분석하여 현재 제과제빵종사자

들에 대한 위생교육 실태와 제과제빵 위생요인의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그들의 평가수준과 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제조 공정이나 특성이 다양한 제과제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생관리의 도입과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교

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제과제빵종사자들은

위생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종사자가 20.4%나 되었으며 주

기적으로 받고 있는 종사자는 32.8% 정도였다. 위생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베이커리 현장에서 위생교육의

내용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며(p<0.05) 잘 적용되고 있

었고 위생교육의 내용을 적용 못하는 이유로는 ‘시설설비부

족’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도 평가를 분석한 결

과 제과제빵종사자들은 경력이 오래될수록 위생요인들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검수

위생과(p<0.05) 저장위생(p<0.01)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었으며 최고경영자의 중요도 점수가 검수위생

(p<0.05), 저장위생(p<0.01), 전처리위생(p<0.05), 제조위생

(p<0.05) 요인에서 기술자나 보조기술자들의 점수보다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행도 평가에서도 경력이 많은 제과

제빵종사자가 경력이 적은 종사자보다 검수위생과 저장위

생 요인의 수행도를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이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위생교육경험에 따른 분석에서는 7가지

위생요인 모두에서 위생관리를 받은 종사자가 받지 않은 종

사자보다 수행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그중 검수위생

과 전처리위생, 분배위생 요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위생교육

을 받은 종사자의 수행도 점수가 위생교육 경험이 없는 종사

자의 수행도 점수보다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이며 높

았다. 제과제빵 위생요인의 중요도와 수행도의 전체 평균은

4.05/5.00, 3.76/5.00이었으며 개인위생 요인의 중요도와 수

행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제과제빵종사자들이 평가하고 있

는 중요도와 수행도의 평균 갭지수는 -0.30으로 그들이 중요

하다고 인지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수행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과제빵종사자의 중요도와 수행

도의 격자도 분석 결과 ‘신규 품목/업체 선정 시 시험 성적서

와 원산지 증명서 확인’, ‘검수 시 냉장·냉동식품 온도 확인’,

‘외포장 제거 후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냉동고 보관’, ‘창고의

적절한 온도, 수분, 통풍이 잘 되도록 유지’, ‘식자재의 전처

리 시간과 제과제빵 공정시간의 구분’, ‘전용 칼, 도마의 분리

사용’, ‘제품판매 시 소비자에게 취식완료시간 알림’, ‘적절한

위치에 세면대 구비’의 항목들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았으므로 특히 검토 후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직무수행

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되어야 하며 위생교육 시 이

항목들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제과제빵종사자들의 모든

위생요인의 중요도와 수행도 간에는 상관계수 0.6 이상의

높은 유의적인(p<0.01)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므로

제과제빵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향상

을 통해 수행의지를 유도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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