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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ty the probability of cross-contamination from the environment. For 

this, we examined foodservices at 20 universities/colleges for microbiological analysis of their working facili-

ties and environment as well as their preventive equipment against cross-contamination. Seventy percent of the 

20 foodservices were found to maintain one unified working area, which suggests high probability of con-

tamination of food/utensils/equipment in the cooking area by pre-preparation or dish washing. According to 

the microbiological analysis, the hygiene acceptance ratio of working facilities in the clean zone was 70%, 

which was higher than the average 45% hygiene acceptance ratio of working facilities in the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plate count (P＜0.001) and coliform count (P

＜0.01), which demonstrates that work tables in the clean zone were in a good state compared to those in 

the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In the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refrigerator shelves had a high proba-

bility of cross-contamination. Regarding the floor surface and airborne microbes, cooking areas which should 

be maintained as clean zones had higher cross-contamination probability than those in the contamination oper-

ating zone. So corrective actions such as cleaning and sanitizing, keeping dry floors, lowered temperature and 

humidity, shoe disinfecting facilities, and checking concentrations, are necessary to manage floor surfaces and 

airborne microbes in the cook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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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단체

급식소는 대형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시

설과 설비가 위생을 고려하여 오염과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을 막을 수 있으며, 청결상태가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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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리되어야 한다. 교차오염이란 미생물 오염이 없

어야 하는 식품에 여러 원인으로부터 미생물이 전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가장 흔한 사례는 조리되지 않

은 식재료로부터 조리된 식품으로 균이 전이되는 것

으로 식품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조리원의 손, 

기구 및 기기, 시설이 매개해서 일어나게 된다(Kwak 

등 2014). 병원균의 교차오염을 일으키는 잘못된 식

품 취급은 집단 식중독의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식

중독 발생 감염의 39%를 차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Djuretic 등 1996; Scott 2000).

이러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

처(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0)는 HACCP 

인증 평가를 위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운반급

식용 선행요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

다. “작업장은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다.”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Ministry of Educa-

tion 2015)에서도 제1장 선행요건관리에서 조리장의 

구획ㆍ구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작업과

정의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하여 조리장을 식재료 전

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구획하여 일반

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으로 분리한다. 이러한 구

획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낮은 벽 설치 또는 작업구

역(일반, 청결) 표지판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일반작

업구역에는 검수구역, 전처리(가열 전ㆍ소독 전 식품

절단)구역, 식재료저장구역, 세정구역이 포함되며, 청

결작업구역에는 조리(가열ㆍ비가열/가열ㆍ소독 후 식

품절단)구역, 정량 및 배선구역, 식기보관구역이 포

함된다. 선행요건이란 일반위생관리에 해당하는 것

으로 HACCP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급식 위생안전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권장된다. 

대학급식은 대학생과 구성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영양과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학

업 능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cCool 등 

1994; Jung 2013).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학급식

은 산업체급식,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 병원급식에 이

어 네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나(Park 등 2007), 초ㆍ

중ㆍ고등학교 급식이 국가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대학급식소는 급식 판매를 통

한 자체 수익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실정이며, 성인

기로 전환되는 대학생을 고려해 선택 또는 부분선

택 식단을 제공하고, 식권을 판매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급식과는 다르게 운영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급식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Food Services)가 1958년에 

발족되어 대학급식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과 전문가 양

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한영

양사협회 산업체분과에 소속되어 대학급식 고유의 문

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약한 상황이다. 

대학급식소의 위생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제

한적으로 수행되었고(Heo & Lee 1999; Ryu 등 2006; 

Kim 등 2010), 주로 식재료, 음식, 용수, 조리도구, 

조리종사자에 한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것들로 

대학급식소의 시설과 환경에 대한 위해분석 자료나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서부경남 대학급식소 4곳

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음용수, 조리음식 및 조리도

구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하여 미생물학적 위해분석

을 실시한 연구(Kim 등 2010)에서는 원료와의 접촉 

빈도가 높은 칼, 도마 및 행주 등의 조리도구와 조

리종사자 손에 대하여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각각 

1.1∼1.5와 1.3∼5.3 log CFU/(100 cm
2
, hand)으로 높

게 검출되었고, 조리음식과 음용수에서도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각각 0.8∼6.4와 1.3∼5.0 log CFU/(g, mL)

로 비교적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어 조리과정 중의 

교차오염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되었다. 식자재, 

식품 취급 중 위생행태, 개인위생이 교차오염을 일

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Scott 2000; Kim 

등 2010; Lee 2011)에서 자주 언급이 되었지만 대학

급식소 환경이 교차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보고된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학급식소에

서도 교차오염 예방을 위한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의 

구획ㆍ구분과 이에 따른 작업시설 및 조리도구 등의 

분리ㆍ사용, 식품과 작업자의 동선 계획 등은 필수

적 사항이다. 그러나 Park & Moon(2012)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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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대학급식소 영양사들이 급식소에 ‘구분된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정도

가 3.40점(5점 만점)으로 중ㆍ고등학교 영양사들의 

3.57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고, ‘청결구역과 일반

구역별로 오염정도에 따른 작업의 구분’ 수행도도 대

학급식소(3.85점)가 중ㆍ고등학교 급식소(4.13점)에 비

해 유의적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따라서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 관리되어야 하는 대학급식소 환

경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여 교차오염의 가

능성을 살펴보는 것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초자

료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급

식소의 작업시설과 환경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분

석을 실시한 후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해 

미생물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동시에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급식소 시설 구비실태를 조

사함으로써 환경에 의한 교차오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미생물 검사는 경상남ㆍ북

도와 부산지역에 위치한 총 20개의 대학급식소를 

대상으로 2011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연구원

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미생물 시료를 채취하

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2. 대학급식소의 일반사항 조사

일반사항으로는 급식소 경영형태, 1일식수 규모, 

식단 형태, 조리종사자 수를 조사하였다. 

3. 대학급식소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사항 조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구비되어야 할 시설사항인 

공간 구획, 식품 동선, 식품 반입용 별도 출입구, 용

도별 구분 사용 작업대(세정대 포함), 손 세정대 및 

신발 소독조, 조리종사자 전용 화장실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시설사항 목록은 식품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 선행요건(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0)과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Mini-

stry of Education 2010)에 제시된 시설사항 중 교차오

염 방지와 관련된 것들로 구성하였다.

4. 작업시설 및 환경에 대한 미생물 검사 

1) 시료 채취 

대학급식소 작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공간 구획ㆍ

구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능별로 4개 구역(냉장, 전

처리, 조리, 식기세정)으로 나누어 미생물 시료를 채

취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급식소 바닥에서 

60 cm 이상 간격을 띄우고 설치된 작업용 시설(배식

대, 조리작업대, 식기세정작업대, 전처리작업대, 전처

리세정대, 냉장고 선반)과 바닥(조리구역, 식기세정구

역, 전처리구역, 냉장고구역)의 표면을 멸균된 10×10 

cm
2
 면적대를 사용하여 e-swab(3M Co., Shanghi, 

China)으로 도말하되 각 구획당 각각 2개의 미생물 

시료를 수거하였다. 공중낙하 미생물 채취를 위해 

조리실, 식기세정실, 전처리실 각각의 중심에 위치한 

작업대 위에 미리 준비한 Plate count agar(Merck. 

KGaA, Germany) 배지와 Potato dextrose agar(Merck. 

KGaA, Germany) 배지의 페트리접시(90×15 mm) 뚜껑

을 열고 15분간 노출시켜 포집하되 각 구획당 각각 2

개의 미생물 시료를 수거하였다. 모든 미생물 시료는 

아이스체스터로 실험실까지 운반한 후 분석을 실시

하였다. 

2) 미생물 분석

분석에 사용된 배지, 용기 및 기구는 멸균 판매되

는 제품을 활용하거나 Autoclave(Hanshin Medical Co., 

Incheon, Korea)에서 121
o
C, 1기압에서 15분간 멸균하

여 사용하였다. Vortex(MyLab
TM

, US)를 이용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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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용액 1 mL를 멸균된 0.85% 생리식염수 9 mL와 

혼합한 후 시험용액으로 사용했다. 일반세균수를 위

해서는 Plate count agar(Merck, KGaA, Germany) 배

지를, 대장균군수를 위해서는 Deoxycholate lactose 

agar(Merck, KGaA, Germany) 배지를 제조사 방법에 

따라 용해하여 15 mL씩 멸균 페트리접시에 분주하

고 24시간 동안 굳혔다. 채취한 시료 1 mL를  0.85% 

멸균 생리식염수 9 mL에 접종하여 10진 희석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희석하였다. 희석한 시료는 나선희

석분주기(EDDY JET 1700, IUL, Spain)를 이용하여 

각각의 페트리접시 배지에 1, 0.1, 0.01 mL씩 회전하

면서 무균적으로 분주하되 duplicate로 실시하였다

(Forsythe & Hayes 2000). 분주된 페트리접시를 거꾸

로 하여 35
o
C 배양기에서 Plate count agar 배지는 48시

간, Deoxycholate lactose agar 배지는 24시간 배양하

였다. 일반세균은 흰색 집락을, 대장균군은 붉은색 

집락을 각각 계수하였다. 이때 집락계수기(Changshin 

Scientific Co, Pocheon, Korea)를 이용하였고, 집락수

가 30∼300개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전 

평판에 30개 이하의 집락이 있을 경우 희석배수가 

가장 낮은 것을 측정하였다. 균수의 CFU(Colony 

forming unit) 값은 log로 변환하였고, 이때의 단위는 

log CFU/100 cm
2
로 제시하였다. 공중낙하균 검사를 

위해 노출 포집한 Plate count agar 배지는 35
o
C에서 

48시간, Potato dextrose agar 배지는 25
o
C에서 5일간 

배양한 다음 일반세균수와 곰팡이수를 각각 계수하

였다. 단위는 CFU/plate/15 min으로 제시하였다.

3) 위생 평가

작업용 시설(배식대, 조리작업대, 식기세정작업대, 전

처리작업대, 전처리세정대, 냉장고 선반)을 식품 접촉

표면으로 간주하고,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Ministry of 

Education 2004)에 제시된 학교급식품의 미생물 권장 허

용치 중 식품접촉표면에 대한 기준인 총균수 5 CFU/ 

cm
2
 미만, 대장균군 1 CFU/cm

2
 미만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적 100 cm
2
로 검체 도말을 수행하

였기에 기준의 면적을 이에 맞춰 일반세균수 2.7 log 

CFU/100 cm
2
 미만, 대장균군수 2 log CFU/100 cm

2
 

미만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작업용 시설의 표면에 

대한 미생물 검사 결과는 일반세균수 2.7 log CFU/ 

100 cm
2
 미만, 대장균군수 2 log CFU/100 cm

2
 미만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합으로 판정하였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5)의 HACCP를 적용하기 위한 공중

낙하균 기준으로 예시된 청결구역 일반세균수 30 CFU/ 

plate/15 min 이하, 곰팡이수 10 CFU/plate/15 min 이

하, 일반구역 일반세균수 100 CFU/plate/15 min 이하, 

곰팡이수 40 CFU/plate/15 min 이하를 적용하여 평가

하였다. 시설 바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Jeong & Lyu 

2002; Bae & Chun 2003)와 비교하였다.

5. 통계처리

SPSS 23.0(Statistical Package, SPSS Inc. USA)을 

이용하여 일반 및 시설사항 조사 결과와 미생물 검

사 결과를 data file로 작성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일

반 및 시설사항 조사 결과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

하였다. 미생물 검사 결과인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수, 곰팡이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청결

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장소(조리구역, 배식구역)

와 일반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장소(전처리구역, 

식기세정구역, 냉장고구역)에 속해야 하는 미생물 

검사 결과에 대해 집단 간의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1. 대학급식소 일반사항

조사대상인 대학급식소 20개소의 일반사항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급식소 운영 형태는 대학교 

직영으로 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80%,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20%였다. 급식소의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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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odservice equipment for cross-contamination prevention. (N=20)

Variable N (%)

Division of three zones (pre-preparation, cooking, dish washing zone) with walls Suitable 6 (30)

Unsuitable 14 (70)

Moving line of food supplies going in one direction Suitable 10 (50)

Unsuitable 10 (50)

Separate entrance for food supplies and cooking staff Suitable 12 (60)

Unsuitable 8 (40)

Sufficient equipped working tables/sinks allowing separate uses by purpose  Suitable 4 (20)

Unsuitable 16 (80)

Installment of facilities for hand-washing and footwear disinfection at 

every entrance and inside of working areas 

Suitable 6 (30)

Unsuitable 14 (70)

Toilets for cooking staff only Suitable 14 (70)

Unsuitable 6 (3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foodservice facilitie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N=20)

Variable N (%)

Management type

Self-operated 16 (80)

Contracted 4 (20)

Number of meals per day

≤500 2 (10)

501∼1,000 7 (35)

1,001∼1,500 3 (15)

1,501≤ 8 (40)

Menu type

Non-choice 3 (15)

Choices (2∼3 dishes) 7 (35)

Food court 10 (50)

Number of meals per cooking staff 

50∼80 5 (25)

81∼100 4 (20)

101∼150 6 (30)

151≤ 5 (25)

식수는 1,501식 이상이 40%, 501식 이상 1,000식 이

하가 35%, 1,001식 이상 1,500식 이하가 15%, 500식 

이하인 경우가 10%를 차지하였다. 식단 형태는 푸

드 코트 방식이 50%로 가장 많았고, 2∼3종류의 선

택식 식단이 35%였으며, 비선택식 식단은 15%로 가

장 적었다. 조리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급식인원은 

50인 이상 80인 이하인 곳이 25%, 81인 이상 100인 

이하는 20%, 101인 이상 150인 이하는 30%였고, 

151인 이상인 경우도 25%로 조사되었다. 

2.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급식소가 구비한 시설사항 

대학급식소 20개소를 대상으로 교차오염 방지에 

필요한 급식소 시설사항의 구비 적정성에 대해 조

사하였다(Table 2). 전처리, 조리, 식기세정 등 3가지 

작업구역 이상을 벽으로 구획ㆍ구분하였는지를 조

사한 결과, 적정하게 구비한 경우는 30%에 불과했

고, 70%는 구역 지정만 되어 있거나 구획 없이 하

나의 작업공간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 동선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구조로 되어 있

는지를 조사한 결과 50%만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식재료와 조리종사자의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0%가 적합하게 갖추고 있었

다. 작업대나 세정대가 용도별 구분ㆍ사용할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0%인 4개소만 적합하였다. 출입구나 작업장 내에 

손 세정대 및 신발 소독조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0%인 6개소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조리종사자 전용 화장실은 급식소의 70%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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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crobiological analysis on the surface of various work tables.

N Total plate count (log CFU
1)

/100 cm
2
) Coliform count (log CFU/100 cm

2
) Acceptance ratio

2)
 (%)

Clean zone   

Serving table 20 1.67±1.20
3)

0.17±0.78 85

Cooking table 20 2.23±1.21 0.82±1.10 55

Subtotal 40 1.95±1.22 0.50±1.00 70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Dish washing table 20 2.21±1.46 0.84±1.30 55

Pre-preparation table 20 2.62±1.76 1.72±1.85 45

Pre-preparation sink 20 2.94±1.69 1.51±2.01 50

Shelf in refrigerator 20 3.21±1.42 2.23±1.85 30

Subtotal 80 2.75±1.60 1.58±1.81 45

T-value 3.504*** 2.743**

Total 120 2.48±1.53 1.22±1.66
1) 

CFU: Colony forming unit
2)

 Acceptance ratio=(number of accepted sample/number of total sample)⨯100

Using standard of sanitation guideline book for school foodervices (Ministry of Education 2004) for hygiene evaluation   
3)

 Mean±SD

**P＜0.01, ***P＜0.001 by t-test between clean zone and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합하게 갖추고 있었다.

3. 작업시설 표면에 대한 미생물 검사 결과

급식소에서 청결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배식대

와 조리작업대, 일반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식기

세정작업대, 전처리작업대, 전처리세정대, 냉장고 선

반에 대한 미생물 검사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배식대의 일반세균수는 1.67±1.20 log CFU/100 cm
2
, 

대장균군수는 0.17±0.78 log CFU/100 cm
2
였고, 각 시

료별 위생평가에 의한 위생적합률은 85%로 가장 높

았다. 조리작업대의 일반세균수는 2.23±1.21 log CFU/ 

100 cm
2
, 대장균군수는 0.82±1.10 log CFU/100 cm

2
였고, 

위생적합률은 55%로 나타났다. 일반구역으로 관리되

어야 하는 작업시설의 표면에서는 식기세정작업대의 

위생적합률(5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장고 선

반의 위생적합률(30%)이 가장 낮았다. 식기세정작업

대의 일반세균수는 2.21±1.46 log CFU/100 cm
2
, 대장

균군수는 0.84±1.30 log CFU/100 cm
2
였다. 냉장고 선

반의 일반세균수는 3.21±1.42 log CFU/100 cm
2
, 대장

균군수는 2.23±1.85 log CFU/100 cm
2
였다. 

청결구역에 속하는 작업시설 표면의 평균 위생적

합률(70%)이 일반구역에 속하는 작업시설 표면의 평

균 위생적합률(45%)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청

결구역으로 관리해야 하는 작업시설 표면의 평균 

일반세균수(1.95±1.22 log CFU/100 cm
2
)와 일반구역

으로 관리해야 하는 작업시설 표면의 평균 일반세

균수(2.75±1.60 log CFU/100 cm
2
)에 대한 유의성 검

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평균 대장균군수(청결구

역으로 관리해야 하는 작업시설 표면: 0.50±1.00 log 

CFU/ 100 cm
2
, 일반구역으로 관리해야 하는 작업시설 

표면: 1.58±1.81 log CFU/100 cm
2
)에서도 유의적인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4. 대학급식소 바닥 표면에 대한 미생물 검사 결과

급식소에서 청결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조리

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식기세정구

역, 전처리구역, 냉장고구역의 바닥 표면에 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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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icrobiological analysis on airborne microbe at foodservice facilities.

N Total plate count (CFU
1)

/plate/15 min) Fungi Count (CFU/plate/15 min) Acceptance ratio
2)

 (%)

Clean zone 

Cooking area 20 11.85±10.65
3)

9.86±5.16 65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Dish washing area 20 25.48±37.77 9.84±6.42 95

Pre-preparation area 20 19.59±29.23 11.23±10.67 95

Subtotal 40 22.53±33.46 10.53±8.71 95

T-value NS
4)

NS

Total 60 18.97±28.33 10.31±7.67
1)

 CFU: Colony forming unit 
2)

 Acceptance ratio=(number of accepted sample/number of total sample)×100

Using standard of HACCP guidelin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5) for hygiene evaluation 
3)

 Mean±SD
4)

 NS: Not significant by t-test between clean zone and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Table 4. Microbiological analysis on the surface of foodserivce facility floors.

N Total plate count (log CFU
1)

/100 cm
2
) Coliform count (log CFU/100 cm

2
)

Clean zone

Cooking area 20 4.36±1.15
2)

3.24±1.59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Dish washing area 20 3.37±1.65 1.95±1.62

Pre-preparation area 20 3.90±1.53 2.90±1.92

Refrigerator 20 3.95±1.27 2.51±1.71

Subtotal 60 3.74±1.48 2.45±1.76

T-value NS
3)

NS

Total 80 3.90±1.43 2.65±1.75
1)

 CFU: Colony forming unit
2)

 Mean±SD
3)

 NS: Not significant by t-test between clean zone and contamination operating zone

생물 검사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일반구역 중에서는 식기세정구역의 미생물 오염

도(일반세균수 3.37±1.65 log CFU/100 cm
2
, 대장균군

수 1.95±1.62 log CFU/100 cm
2
)가 비교적 낮은 편이

었고, 전처리구역(일반세균수 3.90±1.53 log CFU/100 

cm
2
, 대장균군수 2.90±1.92 log CFU/100 cm

2
)과 냉장

고구역(일반세균수 3.95±1.27 log CFU/100 cm
2
, 대장

균군수 2.51±1.71 log CFU/100 cm
2
)의 미생물 오염도

가 높았다. 

청결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조리구역 바닥 표면

의 일반세균수는 4.36±1.15 log CFU/100 cm
2
, 대장균군

수는 3.24±1.59 log CFU/100 cm
2
로 조사되어 일반구역

의 바닥 표면 검사 결과의 평균 일반세균수 3.74±1.48 

log CFU/100 cm
2
, 대장균군수 2.45±1.76 log CFU/100 cm

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결구역에 속하는 조리구역 바닥 

표면의 일반세균수(4.36±1.15 log CFU/100 cm
2
)와 일반구

역으로 관리해야 하는 바닥 표면의 평균 일반세균수

(3.74±1.48 log CFU/ 100 cm
2
) 간에 실시한 유의성 검

정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평균 대장균군수(청

결구역: 3.24±1.59 log CFU/100 cm
2
, 일반구역: 2.45±1.76 

log CFU/100 cm
2
) 비교에서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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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급식소 공중낙하 미생물 검사 결과

급식소에서 청결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조리

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식기세정구

역, 전처리구역에 대해 실시한 공중낙하 미생물 검

사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청결구역으로 관리

되어야 하는 조리구역의 공중낙하 일반세균수는 11.85± 

10.65 CFU/plate/15 min로 나타나 일반구역으로 관리

되어야 하는 전처리구역의 공중낙하 일반세균수 

19.59±29.23 CFU/plate/15 min이나 식기세정구역의 공

중낙하 일반세균수 25.48±37.77 CFU/plate/15 min보다 

낮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 

평균 일반세균수의 유의성 검정 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리구역의 공중낙하 곰팡이수 9.86± 

5.16 CFU/plate/15 min는 전처리구역의 공중낙하 곰

팡이수 11.23±10.67 CFU/plate/15 min 및 식기세정구

역의 공중낙하 곰팡이수 9.84±6.42 CFU/plate/15 min

와 유사하였고,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 평균의 곰팡

이수의 유의성 검정에서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Korea Food and Drug Adminis-

tration 2015)에서 예시한 HACCP 적용 공중낙하 미

생물에 대한 청결구역 기준과 일반구역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위생적합률을 구해본 결과, 청결구역 위생

적합률은 65%로 일반구역 위생적합률 9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대학급식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작

업시설과 환경에 대한 미생물 검사와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작업시설과 환경에 의한 교차

오염 가능성을 추정해 보고자 하였다. 

HACCP의 기본 전제가 되는 선행요건에는 식품

에 위해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교차오염을 방지하

는 개념이 포함된다(Kim 2007). 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미생물 오염 수준에 따라 공간을 청결구역

과 일반구역으로 구획ㆍ분리하는 것이다. 즉, 청결해

야 하는 것을 오염되기 쉬운 상태로부터 효과적으

로 지키기 위해 공간의 분리를 선택한 것이다. 오염

물이 제거된 청결한 식재료를 다루는 조리공간은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일반구역과 분리되어야 미

생물 등 오염물이 청결구역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

지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교차오염 발생지

점을 파악하고 오염물 제거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다. 

교차오염 과정 대부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발생하고 오염된 상태로 이동하면서 점점 확

대되기 때문에 교차오염 발생지점 가능성을 파악하

여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Lee 2011).

조사대상 20개 대학급식소 중 단지 30%에 해당

하는 6개소만 작업구역을 전처리구역, 조리구역, 식

기세정구역 등으로 벽을 통해 구획ㆍ구분하고 있었

다. 나머지 14개소(70%)는 구역 지정만 되어 있거나 

구획 없이 하나의 작업공간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 경우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리구역 내 식품

이나 기구, 설비 등이 전처리나 식기세정 작업에 의

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재료와 조리종사

자의 분리된 출입구(60%)와 조리종사자 전용 화장실

(70%)을 제외하면 식재료 동선의 한 방향 진행 구

조(50%), 용도별 구분ㆍ사용을 위한 충분한 수의 작

업대ㆍ세정대(20%), 출입구나 작업장 내 손 세정대 

및 신발 소독조(30%)의 구비율은 50% 이하로 열악

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20개 대학급

식소 조리종사자 1인이 담당하는 급식인원수는 

Kim(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급

식소와 비교하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대학급식소에

서는 메뉴가 다양하면서 조리종사자 1인이 담당해

야 하는 급식인원수도 많아 급식업무가 초ㆍ중ㆍ고

등학교 급식소에 비해 과중한데 교차오염을 방지하

는 시설이 적합하게 구비되지 않을 경우 자칫 소홀

한 위생관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

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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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진행된 작업시설 표면에 대한 미생

물 오염도 분석결과와 위생적합률을 살펴보면 청결

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배식대와 조리작업대의 

평균 위생적합률은 70%로, 일반구역으로 관리되어

야 하는 식기세정작업대, 전처리작업대, 전처리세정

대, 냉장고 선반의 평균 위생적합률 45%에 비해 높

았고, 평균 일반세균수와 평균 대장균군수에서도 청

결구역과 일반구역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청

결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작업시설 표면이 일반

구역에 속하는 작업시설 표면보다 위생상태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6개 학교급식소

와 6개 대학의 시설에 대해 미생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연구(Lee 등 2006)에서 보고한 결과를 본 연

구의 단위로 전환하면 학교급식소 배식대의 일반세

균수 2.36 log CFU/100 cm
2
, 대장균군수 1.45 log CFU/ 

100 cm
2
, 대학급식소 배식대의 일반세균수 2.53 log 

CFU/100 cm
2
, 대장균군수 0.9 log CFU/100 cm

2
로 본 

연구의 대학급식소 배식대의 위생상태가 훨씬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Bae & Chun(2003)은 5개 학교

급식소의 HACCP 적용 전후의 작업대에 대한 미생

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용 전에는 4개소 작업대

의 일반세균수가 4 log CFU/100 cm
2
 이상이었으나 

적용 후에는 일반세균수 2 log CFU/100 cm
2
 이하로 

모두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구역에 속한 냉장고 선반의 위생적합률이 30%로 가

장 낮았다. 조사대상 급식소에서는 냉장고에 날식자

재와 전처리된 식자재는 물론 조리된 음식도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냉장고에 의한 교차오염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급적 냉장고 내에

서도 구역을 나누어 교차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을 함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선반은 조리원의 손과 

음식물 또는 식재료를 담는 용기 등에 접촉되어 교

차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세척과 소독을 병행해야 하지만 흔히 냉장고가 밀

폐된 공간으로 인식되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냉장고의 일반세균수가 높으면 저온성세균도 존재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냉장식품의 부패와 밀

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Jeong & Lyu 2002) 정기적

으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함으

로써 냉장고에 의한 교차오염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학급식소 바닥 표면에 대한 미생물 검사 결과에

서는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조리구역 바닥 표면

의 일반세균수(4.36±1.15 log CFU/100 cm
2
)와 대장균

군수(3.24±1.59 log CFU/100 cm
2
)가 일반구역 바닥 

표면 검사 결과의 평균 일반세균수 3.74±1.48 log 

CFU/100 cm
2
, 대장균군수 2.45±1.76 log CFU/100 cm

2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청결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

는 조리구역 바닥이 일반구역 바닥 못지않은 미생물 

오염도를 보여 부주의할 경우 환경에 의한 교차오염

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Bae & 

Chun(2003)의 연구에서는 조리장 바닥이 학교급식소

의 경우 일반세균수 2.68 log CFU/100 cm
2
, 대장균군

수 1.30 log CFU/100 cm
2
, 대학급식소의 경우 일반세

균수 2.63 log CFU/100 cm
2
, 대장균군수 1.45 log 

CFU/100 cm
2
로 보고되어 본 연구대상인 대학급식소

의 바닥 위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등학교 4개소의 급식소 바닥 표면을 

검사한 Jeong & Lyu(2002)의 연구에서도 평균 일반

세균수 4.17 log CFU/200 cm
2
, 대장균군수 1.45 log 

CFU/200 cm
2
로 보고되어 단위를 고려해 전환하면 

일반세균수 2.09 log CFU/100 cm
2
, 대장균군수 0.73 log 

CFU/100 cm
2
로 본 연구의 대학급식소 바닥 위생상태

가 더 좋지 못해 세척과 소독의 개선 조치가 필요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급식소 청소가 끝난 후 미생

물 검체를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도가 높다는 

것은 바닥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

한 청소에 사용하는 일반세제만으로 미생물 오염도

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닥 청소 시에도 

주기적으로 소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학급식소 공중낙하 미생물 검사 결

과 청결구역에 속해야 하는 조리구역의 공중낙하 

일반세균수(11.85±10.65 CFU/plate/15 min)가 일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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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속하는 전처리구역(19.59±29.23 CFU/plate/15 min), 

식기세정구역(25.48±37.77 CFU/plate/15 min) 공중낙하 

일반세균수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청결구

역과 일반구역별 평균 일반세균수의 유의성 검정에

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리구역의 공중낙하 곰

팡이수(9.86±5.16 CFU/plate/15 min)는 전처리구역(11.23± 

10.67 CFU/plate/15 min), 식기세정구역(9.84±6.42 CFU/ 

plate/15 min)과 유사하였고,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 

평균 곰팡이수의 유의성 검정에서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식소 조리실의 공중낙하균을 

측정한 Kim(2003)은 22.5∼26.5 CFU/ plate/15 min으

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전북지역 6개 학

교급식소와 6개 대학급식소의 시설에 대해 미생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연구(Lee 등 2006)에서는 학

교급식소와 대학급식소 모두에서 식탁, 배식대, 작

업대 위에서 측정한 공중낙하 일반세균수와 곰팡이

수 모두에서 10 CFU/plate/5 min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Korea Food and Drug Adminis-

tration 2015)에서 예시한 HACCP 적용 공중낙하 미

생물에 대한 청결구역 기준 일반세균수 30 CFU/ 

plate/15 min 이하, 곰팡이수 10 CFU/plate/15 min 이

하, 일반구역 기준 일반세균수 100 CFU/plate/15 min 

이하, 곰팡이수 40 CFU/plate/15 min 이하를 각각 적

용하여 본 연구의 대학급식소 공중낙하 미생물의 

위생적합률을 구해본 결과, 청결구역 위생적합률은 

65%로 일반구역 위생적합률 95%에 비해 낮게 평가

되어 청결구역의 공중낙하 미생물 관리에 개선이 

요구되었다. 또한 청결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조

리구역과 일반구역의 공중낙하 미생물 수준에 통계

적 유의차가 없었기 때문에 더 청결해야 하는 조리

구역의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결구역인 조리구역에서 일반구역만큼 교차오염 

우려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어 개선이 요구되었다. 

공중낙하 미생물 수준이 높다는 것은 공기오염 등 

작업장의 위생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에 내부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 공기의 흐름이 일반구역에서 청

결구역으로 거꾸로 흐르는 구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세척조와 배수구, 고압호스를 사용한 바닥이나 

기구의 세척, 창고에서 운반되는 물건에 실려 온 먼

지 등도 공중낙하균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Kim 2006). 특히 조리장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 환

경 위생상태가 불량할 경우에 공중낙하균수가 증가

하므로(Kim & Lee 2003)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

에는 공기 순환을 통해 공중낙하균의 생육을 억제

하는 방법이 요구되며, 가급적 바닥을 마른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효과적인 개선대책이 될 수 있다. 

Hambraeus 등(1978)에 의하면 바닥과 벽의 오염은 

공중낙하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바닥과 벽의 

미생물 저감화를 통해 공중낙하균의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급식소 조

리구역 바닥 표면의 미생물 검사 결과가 양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리구역 바닥의 세척과 소독은 물

론이고 발판소독고의 배치와 소독제 농도 확인을 

통해 일반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이동하는 조리종

사자의 작업화나 기구 바퀴가 교차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개선한다면 공중낙하 미생물의 저감화도 함

께 달성하는 위생 개선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급식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작업시

설과 환경에 대한 미생물 검사와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실태조

사를 병행함으로써 교차오염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

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20개 급식소의 30%만 작업구역을 벽을 

통해 구획ㆍ구분하고 있었다. 급식소의 70%는 구

역 지정만 되어 있거나 구획 없이 하나의 작업공

간으로 통합되어 있어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는 

조리구역의 식품ㆍ기구ㆍ시설이 전처리나 식기세

정 작업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190 | 대학급식소 작업시설 및 환경의 미생물 오염도 분석

2. 작업시설 중 청결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배식

대와 조리작업대의 평균 위생적합률은 70%로, 일

반구역 작업시설 평균 위생적합률 45%에 비해 높

았다. 일반세균수(P＜0.001)와 대장균군수(P＜0.01)에

서도 청결구역과 일반구역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

여 청결구역 작업시설 표면이 일반구역 작업시설 

표면보다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작업시설 중 

일반구역에 속하는 냉장고 선반의 위생적합률이 

30%로 가장 낮았다.

3.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조리구역 바닥 표면의 

일반세균수(4.36±1.15 log CFU/100 cm
2
)와 대장균

군수(3.24±1.59 log CFU/100 cm
2
)가 일반구역 바

닥 표면의 일반세균수(3.74±1.48 log CFU/100 cm
2
)

와 대장균수(2.45±1.76 log CFU/100 cm
2
)보다 높

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를 통

해 조리구역 바닥이 일반구역 바닥 못지않게 미

생물 오염이 심각하여 환경에 의한 교차오염 우

려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4. 공중낙하 미생물의 위생적합률을 구해본 결과, 

청결구역 위생적합률은 65%로 일반구역 위생적

합률 95%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대상 대학급식소에서 작업시설의 경우 청

결구역보다 일반구역에서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았

으며, 특히 냉장고 선반에 의한 교차오염이 우려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시설 바닥 표면과 공중낙

하 미생물에 대해서는 일반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

는 전처리구역 및 식기세정구역에 비해 청결구역으

로 관리되어야 하는 조리구역에서 교차오염 가능성

이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바닥의 철저한 세척ㆍ소독 

및 마른 상태 유지, 온도와 습도 낮추기, 발판소독

고의 배치와 소독액 농도 확인을 개선대책으로 제

시하는 바이다. 더하여 환경 위생상태는 청결도 및 

기능별 구획ㆍ구분과 그에 따른 작업의 분리, 적정

공간의 확보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과 과감한 시설투자가 요구된다.

교차오염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조리종사자의 급식소 내 식품 취급습관이 매우 중

요한 요인이나, 본 연구에서는 시설과 환경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에 집중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해석되

었다. 향후에는 조리종사자들의 식품 취급습관 등을 

포함한 대학급식소의 위생안전성 평가가 다각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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