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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obstructive factors and performance level of the HACCP 
system among elementary schools in Gyeongbuk province. E-mail survey targeted 320 dieticians, and recovery rate 
was 74.1%. Consequently, 227 responses were analyzed.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58 items under four 
sections (general characteristics, dieticians' perceived HACCP performance level, dieticians' perceived CCP performance 
level, and obstructive factors of HACCP system implementation). The item with the highest rate of HACCP performance 
level was ‘HACCP training for foodservice employees in schools (4.02±0.70)’ while the lowest counterpart was 
‘implementation of HACCP team meeting, reporting, and maintenance (2.74±0.99)’. The performance level of the 
item ‘HACCP training for foodservice employees in schools’ was perceived as highest when the number of students 
eating school meals was greater than 1,101 (P<0.05). Moreover, CCP 4 (4.44±0.53) and CP 5 (4.44±0.51)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hereas CCP 1 showed the lowest performance level (3.90±0.60). Therefore, reinforcement 
of hygiene instruction in menu planning is perceived as necessary. CCP 1, CCP 6 (P<0.05), and CCP 3 (P<0.001)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formance based on the number of students eating school meals. Further, according 
to results regarding obstructive factors of HACCP system execution, ‘general factor’ was the most severe obstructive 
factor in the application of HACCP (3.46±0.62). Among the ‘factors pertaining to dieticians’, the item ‘hardship 
of proper monitoring and micro-management due to overwhelming workload’ was most influential (3.46±0.96). 
Furthermore, the item ‘low budget allocation by educational offices (3.90±0.88)’ was influential among the ‘factors 
pertaining to school administration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help solve obstructive factors 
of elementary school food services and provide knowledge that is essential for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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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학교급식은 1981년 학교급식법을 마련하여 체계적

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07년 1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을 

통해 시설･설비 관리 기준과 학교급식 관리･운영에 대한 전

반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급식 

실시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학교 수 11,520개교 중 11,520교(100%), 학생 수 

6,742,000명 중 6,708,000명(99.5%)이 수혜를 받고 있다. 

경북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484개교, 중학교 279개교, 고등

학교 192개교, 특수학교 7개교로 총 962개교, 333,938명에

게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1). 

학교급식법에서 명시한 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음식의 식재료와 생산과정에서 미생물적 및 화학적 안전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2). 그러나 제조업체와는 달리 음식 

생산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식품 안전에 있어 

더욱 많은 위해요소가 존재한다(3). 이에 2001년 전국 학교

에서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HACCP)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2011년 확대 적용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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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2013년까지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면 발생건

수는 학교, 음식점, 기업체 총 2,055건 중 음식점 1,345건

(65.4%), 학교 505건(24.6%), 기업체 205건(10.0%)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수는 학교 41,118명(58.2%), 음식점 

18,958명(26.8%), 기업체 10,546명(15.0%)으로 나타나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4). 더욱이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 환자 비율은 2008

년 39.8%였던 것이 2013년 47.2%로 상승함으로써 2014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중

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5).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되고 있는 HACCP 시스템에 대한 효과성 진단과 수행에 장

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

다. 식품산업 현장에서 HACCP 시스템을 잘 개발하였다 하

더라도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6). 

HACCP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와 SSOP(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포함하는 선행요건(prerequi-

site)이 잘 준비되어야 하고(7), 경영지원, 교육 및 훈련, 자

원의 유용성 및 외부 기관의 지원이 선행적으로 작용되어야 

하는데(8), 이 중 급식 분야에서는 특히 위생 훈련이 선행요

건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7). HACCP 시스템 수행

이 매우 서서히 진행되어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이유는 업체 

구성원들의 태도 변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9), 태도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동기부여와 태도 변화 관련 장애

요인 극복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10).  

2000년대에 들면서 HACCP 시스템 적용에 대한 장애요

인의 규명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Gilling 등

(11)은 HACCP 가이드라인 수행에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들

을 지식, 태도 및 행동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지식 

관련 요인으로는 인식 및 지식을, 태도 관련 요인으로는 동

기부여, 결과에 대한 기대, 자기 효능감, 동의를, 행동 관련 

요인으로는 단서 메커니즘, 능력, 환경적 요인, 가이드라인 

요인, 외부/고객 요인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식품업체를 대

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적용이 잘 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업체의 의지 부족(10), HACCP

에 대한 지식 부족(12), 그 외에 제품의 유형이나 업체의 

규모 등 HACCP 수행 전의 기술적인 장애요인(technical 

barriers)(8)이나 HACCP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10,13) 

등의 요인들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HACCP 시스템을 도입한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외
식분야의 장애요인으로는 지식 부족, 훈련 부족, 시간과 전

문성 부족, 높은 이직률, 높은 생산량, 업무 부담 등이 알려져 

왔으며(14-17), 특히 위탁급식에서는 잘 훈련된 인력의 부

족, 종사원의 동기 부여 부족, 시설의 재정적 및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 

Strohbehn 등(19)은 노인 관련 기관의 경우 종업원 요인, 

행정적 요인, 시설 및 설비 요인, 시간 요인 및 HACCP 수행

에 대한 헌신 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제시하였고, 학교급식에

서는 조리종사자의 교육훈련 부족이 지적된 바 있다(20). 

국내 학교급식에서는 2001년 이후 HACCP 시스템 수행과 

장애요인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며(21- 

29), 이 중 시설･설비의 부족이 가장 주된 장애요인으로 인

식되었다(21-23). 그 외에 조리종사자의 HACCP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자주 보고된 바 있어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골고루 있음을 알 수 있다. 급식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이러

한 장애요인의 극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관리자와 조리종사자의 훈련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임이 

지적된 바 있다(3,13).

교육부의 지침 하에 각 지역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HACCP 시스템의 교육 훈련이나 위생 안

전 점검,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별 수행 장애요인의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서울(27) 및 수도권(21,26), 일부 지역별(24,28,29)로 급식

관리자인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HACCP 시스템 수행 수준 

및 장애요인 인식이 조사되었다. 영양(교)사 대상 장애요인

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HACCP 적용을 위한 시

설･설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1,26-29), ‘HACCP

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낮게 인식되었다(21,26,28). 또

한 CCP 단계별 수행 수준 인식에서는 수도권(21) 및 경남

(28)지역에서 ‘CCP 1(식단의 구성)’에 대한 장애요인의 인

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CCP는 지역별로 장

애요인의 인식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21,28). 이와 같

이 HACCP 시스템 수행 수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나 경북지역에서는 HACCP 수행 장애요인이 위생관리 수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 초등학교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HACCP 시스템 적용에 대한 수행 수준과 장애요인 인식을 

조사하여 경북지역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의 보다 효율적

인 적용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

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경북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2010년 9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경북지역 23개 시･군 초등학교 영양

(교)사 320명 전원에게 e-mail로 설문지와 작성방법 안내

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237부(회수율 74.1%) 중 

응답이 불충분한 10부를 제외한 22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

다.

조사내용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19,21,26) 및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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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 and dietitian                                                        (N=227)
Variable N %

School

Type Urban
Rural

 89
138

39.2
60.8

Operating mode

Self-cooking
Co-cooking
Co-management
Co-cooking/management

146
 39
 16
 26

64.3
17.2
 7.0
11.5

Serving location
Dining room
Classroom
Combination of classroom and dining room

208
 17
  2

91.6
 7.5
 0.9

Starting year of food service

≤1993
1994～1996
1997～1999
≥2000

 67
110
 23
 27

29.5
48.5
10.1
11.9

Student numbers eating school meals

≤200
201～500
501～800
801～1,100
≥1,101

 71
 55
 34
 29
 38

31.3
24.2
15.0
12.8
16.7

Employee numbers as cooking staff

≤3
4～6
7～9
≥10

 67
 71
 49
 40

29.5
31.3
21.6
17.6

Dietitian

Career of dietitian (years)

≤5
6～10
11～15
16～20
≥21

 26
 42
 63
 85
 11

11.5
18.5
27.8
37.4
 4.8

Employment status Nutrition teacher
Dietitian

180
 47

79.3
20.7

Education College/university
Graduate school

148
 79

64.2
34.8

식 위생관리 지침서(30)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30명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어휘

와 중복 및 누락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학교 및 응답자 일반사항, HACCP 시스템 수행 

수준 인식, Critical Control Point(CCP) 수행 수준 인식과 

HACCP 시스템 장애요인 인식의 4개 영역, 총 5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학교 및 응답자 일반사항은 9문항, HACCP 

시스템 수행 수준 인식은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CP 수행 

수준 인식에 관한 문항은 CCP 1부터 Control Point(CP) 

8까지 8단계별로 관리기준 숙지, 모니터링 실시, 그리고 개

선조치 실행 등의 3가지 항목에 대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HACCP 시스템 장애요인 인식에 대해서는 전반적 장

애요인 6문항, 영양(교)사의 HACCP 수행 4문항, 조리종사

원의 HACCP 수행 4문항, 학교 및 지원부서의 행정적 지원

에 관한 4문항으로 총 4개 영역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하였다. 각 영역별 신

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통계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5.0, IBM,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HACCP 시스

템 수행 수준 인식, 장애요인 인식, 수행 수준과 장애요인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집단 간 비교에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는 집단은 Tukey's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사항

조사대상 학교 및 조사대상 영양(교)사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급식 유형은 ‘농･어촌형’이 60.8%로 나타났고, 

급식 운영형태는 ‘자체조리’가 6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

였다. 배식방법은 ‘식당배식’이 91.6%로 대부분이었다. 급

식 시작년도는 ‘1994∼1996년’이 48.5%, 급식실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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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인 학교가 78.0%로 HACCP 적용을 시작한 시기

인 2001년 이전에 건축된 시설로 나타나 급식소 공간 신축, 

개조 또는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적정 공간의 확보와 시설･
설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1). 총 급식인원수는 ‘200명 

이하’가 31.3%, ‘201~500명’이 24.2%로 나타나 절반 이상

이 500명 이하의 소규모 급식소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지역

(26)에 대한 연구에서는 1,001∼1,500명이 45.5%로 본 연

구에서 조사된 경북지역보다 대규모 급식소의 비중이 큰 것

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조리종사원의 수는 ‘6명 이하’

가 6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영양(교)사 일반

사항에서는 학교급식 업무 경력에서 ‘16∼20년’이 37.4%

로 가장 높았고, 79.3%가 영양교사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서울지역(27) 6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종 학력은 ‘석

사 이상’이 34.8%로 서울지역(27) 초･중･고 전체 학교 대상 

31%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HACCP 시스템 수행 수준 인식

HACCP 시스템 수행 수준 인식에 대한 결과와 학교 및 

영양(교)사 일반사항에 따른 HACCP 시스템 수행 수준 인식 

차이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7개 HACCP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 수준 인식 중에서 가장 높은 수행 수준 인식을 

보인 항목은 ‘조리종사원 대상 HACCP 교육(4.02)’이었다. 

이는 영양(교)사들은 조리종사원들의 HACCP 관련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9,20,32, 

33) 정기적인 HACCP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HACCP팀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

성(2.74)’과 ‘학생 및 교직원 대상 HACCP 홍보(2.97)’의 2

개 영역은 3점 이하로 나타나 보통 이하의 수행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학교급식에서도 실제 

HACCP팀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조

사 대상의 30.2%에 달하였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는 곳도 10.7%로 나타나(26)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장 또는 영양(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인

한 추진 의지 부족이 HACCP 수행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것과 같은 맥락이며(19) HACCP 시스템이 시행되어 

온 이후 효과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학교 일반사항에 따른 수행 수준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급식 유형에 따라서는 ‘도시형’이 ‘농･어촌형’에 비해 ‘팀원 

역할 수행’과 ‘HACCP팀 회의 및 회의록 작성’ 항목에서 유

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P<0.05). 총 급식인원수에서 ‘조

리종사원 대상 HACCP 교육’에 관한 항목에서도 ‘1,101명 

이상’에서 수행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0.05). 

미국 학교급식에서는 급식인원수가 많을수록 HACCP 프로

그램 수행 계획 마련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34) 전통적인 급식체계를 활용하는 곳보다 

급식생산량이 많은 중앙공급식일 때 식품안전 절차(P<0.05)

와 수행(P<0.01)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7), 급식인원

수가 많은 학교의 영양(교)사일수록 식중독과 위생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수행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이라 사료

된다. 영양(교)사 일반사항에 따른 HACCP 시스템 수행 수

준 인식을 분석한 결과 ‘HACCP팀 구성’에서는 ‘10년 이하’

와 ‘21년 이상’이 11∼20년 경력보다 잘 수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P<0.05), ‘납품업체 대상 학교의 HACCP 

교육’에서도 ‘5년 이하’와 ‘21년 이상’이 유의적으로 잘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학교팀장 및 예

산지원부서의 협력 관련 요인에 대해 ‘5년 미만’의 경력자들

은 그 이상보다 장애가 큰 것으로 인식한 연구 결과(27)와도 

일치한다. 고용 형태에서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정규직 영

양(교)사’보다 ‘HACCP팀 구성’, ‘조리종사원 대상 학교의 

HACCP 교육’ 및 ‘납품업체 대상 학교의 HACCP 교육’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행 수준 인식을 나타냈다(P<0.05). Sung 

등(35)은 비정규직 영양사의 업무에 대한 흥미가 유의적으

로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Cha와 Seo(36)도 비정규직 

영양사의 근로가치관과 영양(교)사에 관한 기대감이 정규직 

영양(교)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영양사의 HACCP 수행에 관한 

높은 수행도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된다. 

CCP 수행 수준 인식

7가지 CCP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은 Table 3에 나타내었

다. 응답자들의 전체 평균은 4.2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3년 서울지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 조

사된 9가지 CCP 수행 수준 인식 결과(2.90)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인식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CCP 4: 냉

장･냉동고의 온도관리(4.44)’와 ‘CP 5: 채소･과일의 세척 

및 소독(4.44)’에서 가장 높은 수행 수준 인식을 보였으며, 

그 밖에 ‘CCP 6: 식품취급 및 조리(4.26)’, ‘CP 8: 식품접촉

표면 세척 및 소독(4.21)’, ‘CCP 3: 식재료 검수(4.16)’의 

순서를 나타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 수준 인식을 

나타낸 항목은 ‘CCP 1: 식단의 구성(3.90)’, ‘CCP 2: PHF의 

공정관리(4.11)’ 및 ‘CCP 7: 운반 및 배식관리(4.11)’로 조

사되었다. Choi 등(21)의 연구에서도 ‘CCP 7: 운반 및 배식

관리(2.98)’가 가장 낮은 수행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각의 CCP에 관한 3가지 영역별(관리기준인지, 모니터링, 개

선조치실행) 수행 수준 인식은 ‘관리기준인지’ 영역에서는 

‘CP 5: 채소･과일의 세척 및 소독(4.54)’, ‘모니터링’ 영역에

서는 ‘CCP 4: 냉장･냉동고의 온도관리(4.55)’로 전북 4.12 

(37) 및 서울지역 4.04(21)로 타지역 학교 대상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개선조치실행’ 영역에서는 ‘CP 5: 

채소･과일의 세척 및 소독(4.4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개선조치실행’ 영역에서 수행수준 인식이 4점 

이하인 5개의 CCP 항목(CCP 1,2,3,7과 CP 8)에 대한 관리

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38,39).

학교 및 영양(교)사 일반사항에 따른 CCP 수행 수준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8가지 CC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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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itian's perceived performance level of CCP

CCP Awareness of 
critical limit Monitoring Taking corrective 

action Total

CCP 1 
CCP 2 
CCP 3 
CCP 4 
CP 5 
CCP 6
CCP 7 
CP 8 

Composition of menu
Process control of PHF
Receiving of food stuffs
Control of temperature in refrigerator & freezer
Cleaning & disinfection of vegetable and fruit
Food handling and cooking process
Control of delivery & service
Washing & disinfecting of food contact surfaces

4.19±0.71
4.29±0.62
4.45±0.58
4.41±0.62
4.54±0.57
4.37±0.62
4.26±0.72
4.41±0.58

3.68±0.79
4.15±0.70
4.43±0.60
4.55±0.59
4.41±0.62
4.26±0.72
4.20±0.69
4.26±0.66

3.83±0.77
3.90±0.78
3.62±0.93
4.37±0.66
4.40±0.57
4.17±0.66
3.89±0.80
3.97±0.75

 3.90±0.601)

4.11±0.57
4.16±0.56
4.44±0.53
4.44±0.51
4.26±0.55
4.11±0.63
4.21±0.55

Total average 4.37±0.63 4.24±0.67 4.02±0.74 4.20±0.44
1)Mean±SD,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대한 수행 수준 인식의 전체 평균 수행 수준을 살펴보면 급

식 유형에서 도시형이 농･어촌형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CCP별로는 ‘CCP 1’(P<0.01), ‘CCP 3’ 

(P<0.01), ‘CCP 5’(P<0.05)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조사되었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HACCP 시스템 수행 수준이 

보통 이상(3.42)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

하였다. 급식 인원수에 따른 평균 수행 수준 인식에서는 급

식 인원수가 많을수록 ‘CCP 1’(P<0.05), ‘CCP 3’(P<0.001), 

‘CCP 6’(P<0.05)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미

국 학교급식 시스템에서도 급식 인원수가 많은 학교 관리자

들이 HACCP 수행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

(34)와 유사한 결과이다. 조리종사원 수에서는 ‘CCP 1’과 

‘CCP 3’에서 조리종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수행 수준

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P<0.01) 서울지역 연구

(21)와도 일치하였다. 

HACCP 시스템 장애요인 인식

HACCP 시스템 장애요인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HACCP 시스템 장애요인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은 3.25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3.17과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27). 네 개의 영역 중 ‘전반적인 장애요인(3.46)’

이 가장 높았고, 그 밖에 ‘행정업무 관련 요인(3.25)’, ‘종사

원 관련 요인(3.11)’, ‘영양(교)사 관련 요인(2.81)’의 순서였

다. 특히 ‘영양(교)사 관련 요인’에 대하여 가장 낮은 장애요

인으로 인식하는 결과는 영양사들의 경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HACCP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Lee(27)의 연구에

서 서울지역 영양(교)사들도 HACCP 수행 장애요인으로 ‘영

양(교)사 관련 요인(2.76)’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

과와 일치하였다. 

‘전반적인 장애요인’ 중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부족(4.00)’, ‘교육청의 예산지원 부

족(3.90)’, ‘납품업체의 HACCP에 대한 이해 부족(3.72)’ 순

으로 나타났다. 시설･설비의 부족에 대한 높은 장애요인은 

Choi 등(21)이 2001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1로 가장 높게 인식된 항목이고, 선행연구(15,21,22, 

28,29,40,41)에서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서울지역 조사 결과(27)에서 ‘납품

업체의 HACCP에 대한 이해 부족’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

난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방의 적정 레이아웃

과 흐름은 HACCP 시스템 적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

야 할 요소로 지적되어 왔고(3), 최근 교육부에서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어(42) 많은 부분에서 해결을 진행하

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납품업체의 HACCP에 대한 이해 부족’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2012년 서울지역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이

는 현재 학교 단위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납품업체 교육

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30) 시간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교

육 제공의 기회가 여의치 않거나 식재료 납품업체의 난립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7). 그러나 납품업체

들은 위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며 교육에 대한 

참여 의사는 높으나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제

도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

므로(41)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더욱 적극적인 의지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영양(교)사의 HACCP 수행 장애요인 영역에 대한 인식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영양(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적시 모니터링과 개선조치의 어려움’ 항목이 3.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2012년 서울 지역 연구(27)에서 3.57로 나타

난 것과 유사하여 여전히 HACCP 수행 외의 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시 모니터링과 기록

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므

로 교육훈련에 의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21). 영양

(교)사의 ‘HACCP 수행의지 부족’ 항목은 2.37로 가장 낮게 

인식되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업무량과 수업병

행으로 인한 급식관리 시간 부족으로 HACCP 수행에 어려

움이 있는 것이 지적된 바 있으며(24), 특히 학교급식은 식

품 제조업체에 비해 HACCP 시스템을 전담하는 위생관리자

를 따로 채용하지 않고 급식 관리의 한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업무 부담을 크게 의식하는 것이지 의지 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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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bstructive factors of HACCP system implementation

Variable Mean±SD1) Cronbach's 
alpha

General factors

Difficulty of application due to repeated amendment of HACCP 
system standards

Ignorance of CCP critical limit
Lack of professional education regarding HACCP application
Not enough education materials for employees
Suppliers' misunderstanding of HACCP
Lacking equipment and facility for HACCP application

3.29±0.90

2.90±0.89
3.53±0.89
3.39±0.95
3.72±0.82
4.00±0.95

0.777

Average 3.46±0.62

Factors pertaining 
to dieticians

Dietician's ignorance of the concept and application method of 
HACCP system

Low willpower of dietician's HACCP performance
Hardship of proper monitoring and micro-management due to 

overwhelming workload
Poor supervision done by dieticians

2.63±0.85

2.37±0.79
3.46±0.96

2.79±0.92

0.756

Average 2.81±0.67

Factors pertaining 
to employees

Employee's ignorance of the concept and application method of 
HACCP system

Low willpower of employee's HACCP performance
Hardship in recording results of monitoring due to overwhelming 

workload
Poor coordination between employees

3.16±0.84

3.11±0.96
3.48±1.01

2.70±0.79

0.813

Average 3.11±0.72

Factors pertaining 
to administrations

Principal's low willpower to administer HACCP
School administrations recognizing HACCP as trivial
Low administrative-fiscal support by school administrations
Low budget allocation by educational offices

3.07±0.87
3.43±0.96
3.68±0.96
3.90±0.88

0.873

Average 3.52±0.78
Total average 3.25±0.55 0.900

1)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리종사원의 HACCP 수행 장애요인 영역에 대한 인식

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조리종사원의 업무과중으로 인

한 CCP 모니터링 결과의 적시 기록 시간 부족’이 3.48로 

이 영역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서울지역 연구(27)에서 모든 영역과 항목들 

중에 3.89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고 영국의 급･
외식 분야에서도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13). ‘조리종

사원의 HACCP 시스템의 개념과 적용방법에 대한 이해 부

족’ 항목은 3.16으로 가장 낮게 인식되고 있었는데, HACCP 

적용 초기 시점에 서울지역에서 수행한 연구(21)에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부족’ 및 미국 학교급식(43)에서 ‘조리종사자

의 교육훈련 부족’이 높은 장애요인으로 인식된 것과 다소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리종사원 상호 간 업무협조의 

비원활성’에서는 2.70으로 이 영역 중 가장 낮은 장애요인으

로 인식되었다. 

행정업무 관련 장애요인 영역에 대한 인식을 세부항목별

로 살펴보면 ‘교육청의 예산지원 부족’ 3.90, ‘학교 단위의 

행･재정적 지원 부족’ 3.68로 나타난 결과는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장애요인으로 각각 3.60, 3.36으로 인식된 것(27)

과 ‘적용업체와 집행부서 간의 협력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8). 

이에 비해 ‘팀장(학교장)의 수행의지 부족’은 3.07로 이 영

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서

울지역 연구(27)의 2.77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학교 및 영양(교)사의 일반사항에 따른 HACCP 시스템 

장애요인 인식은 Table 6에 제시하였다. 운영형태에 따라서

는 자체조리교 영양(교)사들이 공동조리교의 영양(교)사들

보다 조리종사원 HACCP 수행 장애요인을 유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는 미국 단체급

식소 영양사들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급식소를 관리할 

때 장애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19)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영양(교)사 일반사항에 따른 HACCP 시스템 

장애요인 인식 조사 결과(Table 6) 총 급식인원수와 조리종

사원 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명 이하 

급식인원수와 3명 이하의 조리종사원 수에서 HACCP 시스

템 장애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HACCP 

시스템 장애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 형태

에 따라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학교 팀장 및 예산 지원부

서의 협력’ 항목을 더 높은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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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bstructive factors of HACCP system implementation based on school and dieticians'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General
Factors

Factors pertaining 
to dieticians

Factors pertaining 
to employees

Factors pertaining 
to administrations Total

School

Type
Urban
Local

 3.42±0.591)

3.50±0.64
2.75±0.73
2.85±0.63

3.12±0.74
3.10±0.71

3.56±0.70
3.49±0.83

3.23±0.49
3.26±0.58

t value 0.904 1.111 0.140 0.635 0.406

Operating 
mode

Self-cooking
Co-cooking
Co-management
Co-cooking, 

management

3.49±0.60
3.27±0.72
3.50±0.47
3.59±0.59

2.79±0.68
2.70±0.73
2.90±0.43
3.00±0.63

3.17±0.74b2)

2.93±0.72ab

2.76±0.48a

3.24±0.69b

3.56±0.73
3.32±0.93
3.35±0.78
3.67±0.79

3.28±0.52
3.08±0.67
3.17±0.37
3.40±0.55

F value 1.696 1.219 3.209* 1.507 2.136

Student 
numbers 
eating school 
meals

≤200
201～500
501～800
801～1,100
≥1,101

3.59±0.58
3.41±0.62
3.30±0.57
3.32±0.69
3.57±0.63

2.97±0.62
2.75±0.69
2.75±0.62
2.73±0.58
2.70±0.80

3.24±0.66
3.08±0.81
2.86±0.66
3.18±0.65
3.07±0.78

3.63±0.76
3.54±0.85
3.38±0.64
3.48±0.82
3.42±0.79

3.38±0.53
3.22±0.62
3.10±0.49
3.19±0.48
3.23±0.54

F value 2.138 1.521 1.750 0.783 1.880

Employee 
numbers as 
cooking staff

≤3
4～6
7～9
≥10

3.62±0.57
3.37±0.63
3.39±0.58
3.47±0.69

2.99±0.61
2.75±0.69
2.75±0.58
2.67±0.77

3.19±0.70
3.13±0.75
3.00±0.70
3.07±0.75

3.61±0.77
3.51±0.84
3.56±0.67
3.32±0.81

3.38±0.53
3.21±0.60
3.20±0.45
3.17±0.55

F value 2.356 2.488 0.741 1.228 1.929

Dietitian

Career 
(yrs) 

≤5
6～10
11～15
16～20
≥21

3.32±0.67
3.38±0.58
3.46±0.65
3.57±0.59
3.31±0.67

2.65±0.69
2.69±0.62
2.90±0.70
2.85±0.63
2.75±0.82

3.09±0.75
3.10±0.77
3.09±0.68
3.11±0.71
3.25±0.93

3.19±0.76
3.54±0.81
3.56±0.76
3.56±0.79
3.68±0.71

3.09±0.60
3.20±0.54
3.28±0.53
3.31±0.53
3.25±0.70

F value 1.381 1.073 0.112 1.372 0.905

Employment 
status

Permanent
Contract

3.50±0.61
3.34±0.63

2.85±0.67
2.65±0.62

3.14±0.72
2.97±0.72

3.58±0.77
3.29±0.80

3.29±0.54
3.09±0.56

t value 1.603 1.812 1.471 2.269* 2.251*

*P<0.05.
1)Mean±SD,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groups by Tukey test.

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이는 학교 이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정규직이 학교의 협력을 얻어내기가 더 어

렵게 인식하는 것(24)이라 사료된다. 

요   약

학교급식소의 HACCP 시스템 적용에 대한 수행 수준과 장

애요인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의 보다 

효율적인 적용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급식 유형과 급식 운영 형태는 농･
어촌형 60.8%, 자체조리 64.3%, 식당배식이 91.6%로 대부

분을 차지하였다. HACCP 시스템 수행 수준은 조리종사원 

대상 HACCP에 근거한 교육 실시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HACCP팀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비치가 2.74로 

가장 낮았다. 학교급식 CCP의 수행 수준 인식은 전체 4.20

으로 비교적 잘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P 1: 식단의 

작성이 3.90으로 가장 낮았고, CCP 4: 냉장･냉동고 온도관

리 4.44, CP 5: 생채소･과일 세척 및 소독은 4.44로 높게 

조사되었다. 학교 일반사항에 따른 수행 수준에서는 도시형

이 농･어촌형에 비해 총 급식인원수가 많을수록 수행 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HACCP 시스템 장애요

인 인식에서 ‘전반적인 장애요인’과 ‘조리종사원의 HACCP 

수행’, ‘학교 팀장 및 예산지원부서의 협력’이 대부분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교)사의 HACCP 수행’은 

2.81로 가장 낮았다. 시설･설비 부족 4.00, 교육청의 예산지

원 미비 3.90, 납품업체의 HACCP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 

3.72 순으로 높은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다.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한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

하게 해결되어야 할 요소이며, 학교 당국의 행정적 지원과 

교육청의 예산 확보를 통한 위생 전담 인력지원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요소이다. 또한 표준위생작업절차 등의 선행요

건을 개발하여 HACCP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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