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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부 고등학생의 식 생 요도 수행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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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ygiene issues by analyzing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personal and school hygiene in school foodservices.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634 students (10 high 
schools) in the Busan area. Exactly 29% of respondents had received hygiene education. The average score of importance 
of students' personal foodservice hygiene was 3.81/5.00, and the performance score was 3.48/5.00. The same scores 
for school foodservice hygiene were 4.37/5.00 and 3.67/5.00, respectively. Regarding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personal foodservice hygiene, students who had received hygiene education showed significantly (P<0.01) higher 
scores than those without prior education. In terms of importance of school foodservice hygiene, students who had 
received hygiene educa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environment hygiene (P<0.05) and equipment hygiene 
(P<0.05). Additionally, among grid analysis in personal foodservice hygiene, the areas of high importance and low 
performance included ‘washing hands before the meal’, ‘using a designated cup for the water purifier’, and ‘keeping 
clean around the leftover container’. As for school foodservice hygiene, the same area was ‘cleanliness of tra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ygiene education needs to be extended to more students, and for school foodservice hygiene, 
a cleaner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using equipment hygiene management, including emphasis on ensuring cleanli-
ness of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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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학교급식은 한 번 식중독이 발생하면 환자 수와 규모가 

크므로 위생이 늘 강조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한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다. 이에 우리나라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3차에 걸쳐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발간하면서 학교

급식 위생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1). 

그러나 이와 같이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에 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식

중독 발생건수는 2,623건, 전체 환자 수는 81,333명이며 

이 중 학교급식에서 발생건수는 461건, 환자 수는 38,871명

으로 각각 17.5%, 47.7%였다. 부산지역의 경우 식중독 발

생건수는 124건, 전체 환자 수는 5,162명이었고, 이 가운데

서 학교급식 발생건수는 32건, 환자 수는 3,069명으로 각각 

25.8%, 59.4%였다(2). 특히 최근 인천지역 학교 집단 식중

독 사고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학교급식의 질 관리가 

필요하겠다(3).

학교급식 위생관련 연구들은 부분 급식현장의 조리종

사자들을 상으로 한 위생지식, 위생관리 인식 관련 연구로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수행도 자가 평가 점수는 5점 만점

에 평균점수가 4.64점∼4.72점(4-6)이었고, 최근 연구(7)

에서도 위생지식이 낮은 집단도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수

행도 평균점수가 4.66점 이상이라 보고되었다. 그러나 서울

지역 54개교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수행수준 실사 조사(8)에

서 위생관리 총 평균점수는 68.0/100점이며, 학교급식 위생

관리지침서의 평점별 등급기준에서 D등급(60∼69점) 및 E

등급(60점 미만)이 27개교라고 보고하여 조리종사자의 자

가 평가 점수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실제적으로 학교급식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을 상

으로 세부적인 위생관련 인식 조사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학교급식의 개선에 중요하다 하겠

다. 그러나 학생을 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주로 급식품질 

서비스에 한 인식,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9-12)가 많았고 

급식품질 서비스 조사항목 전체에서 위생영역은 몇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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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ence of hygiene education by subjects  
Experience of hygiene 

education Total
Yes No

Gender Male
Female

144 (53.3)1)

167 (45.9)
126 (46.7)
197 (54.1)

270 (42.6)
364 (57.4)

χ2=3.447

Grade 1st
2nd

149 (49.0)
162 (49.1)

155 (51.0)
168 (50.9)

304 (47.9)
330 (52.1)

χ2=0.000
Total 311 (49.1) 323 (50.9) 634 (100.0)

1)N (%).

표 문항 조사를 하였을 뿐 급식 위생 세부 항목에 한 조사

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또한 위생관련 세부항목에 한 연구

는 2006년 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이전에 몇몇 연구

(13,14)가 수행되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범국민적 위생교

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개인 

급식 위생 및 학교 급식 위생에 한 인식 조사는 전반적인 

학교 급식 위생 개선에 매우 필요하다 보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상으로 학생 

개인위생관리와 음식, 시설, 환경, 배식원 등의 학교 급식 

위생의 중요도와 수행도, 격자도 분석을 실시하여 위생 사항

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학생 및 학교급식 위생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부산지역 직영급식 고등학교 10개교에서 각 

1, 2학년 70명씩 총 700명을 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영양(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학생이 직접 

기록하는 자가 기록 방법을 이용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 

중 681부(회수율: 97.3%)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지를 제외한 63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기간

은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조사도구인 설문지 구성은 학교 급식 위생 관련 선행연구

(14-17)를 기초로 연구자가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개발

한 설문지는 20명의 남녀 학생을 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불확실한 문장은 수정하고 비슷한 문구는 통합함

으로써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하도

록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의 구성은 일반사항으로 조사 상자의 성별, 학

년, 위생교육 경험 유무로 구성하였다. 위생관련 항목의 중

요도 및 수행도 문항으로 학생 개인 급식 위생 영역은 식사 

전 손 씻기, 올바른 방법으로 손 씻기 등 10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학교 급식 위생에서 음식 위생영역은 ‘음식에 이물질 

없음’, ‘음식 청결’ 등 3문항, 환경 위생영역은 ‘분위기 쾌적

성’, ‘벌레가 없음’ 등 5문항, 기기･시설 위생영역은 ‘식기류 

청결’, ‘식판에 물기 없고 건조됨’ 등 7문항, 배식원 위생영역

은 ‘배식원 위생복 청결’, ‘배식원 위생장갑 착용’ 등 4문항의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중요도 및 수행도 문항의 측정

척도는 Likert의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

우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

보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abch's α 계수는 중요

도는 0.936, 수행도는 0.927로 나타났다.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SPSS WIN(V18.0) Program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학생들의 일

반사항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

였다. 학생들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위생교육 유무는 교차

분석을 이용하였고 일반사항에 따른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

이 검증은 t-test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사항에 따른 위생교육 경험 유무

조사 상자의 일반사항에 따른 위생교육 경험 유무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남학생 42.6%, 

여학생 57.4%이며 1학년은 47.9%, 2학년은 52.1%였다. 위

생교육 경험자는 49.1%로 남학생 53.3%, 여학생 45.9%였

고 1학년은 49.0%, 2학년은 49.1%이며 성별, 학년 간에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2005년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13) 23.6%가 위생교육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최근 

중학생 상 연구에서(16) 위생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49.8%라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49.1%가 위생교육 경험이 

있어 과거보다 학생들의 위생교육 경험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 95.3%가 손 씻는 방법을 

배운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어(15) 중학교보다 위생교육이 

경험이 높은데 이는 영양교사를 통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 사려할 수 있겠다.

급식 개인위생의 중요도 및 수행도

학생들의 급식 개인위생의 중요도 점수 결과를 Table 2

에 제시하였다. 총 평균은 중요도 3.81/5.00점이며, 조사항

목 중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의 순위는 ‘음식을 향해 

기침･재채기 하지 않기’ 4.39점, ‘급식 후 정리정돈’ 3.99점, 

‘식사 전 손 씻기’ 3.95점이며, 중요도 점수가 가장 낮은 항

목의 순위는 ‘배식 시에 잡담하지 않기’ 3.24점, ‘올바른 방

법 로 손 씻기’는 3.41점이었다. 초등학생의 위생에 한 

연구(7)에서 개인위생 평균점수는 중요도 4.21점으로 고등

학생 개인위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경우 개인위생 교육이 강화되면서 중요성에 한 인식이 높

아진 것이라 사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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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rant 1

 4. Do not cough and sneeze to food
 5. Cleaning up after finishing the meal 
 8. Do not touch the tray before meals served
 9. Not touching the tableware before meals is 

served

Quadrant 2
 1. Washing hand before the meal
 6. Using a designated cup for the water purifier
10. Keeping clean around the leftover container

Quadrant 3  2. Washing hand as the hand washing method
 7. Do not talk when meals served

Quadrant 4  3. Not wandering around or going to the 
bathroom during the meal 

Fig. 1. Grid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for personal food-
service hygiene.

성별, 학년별 간 전체 평균점수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으나 세부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요도 점수가 

높은 항목은 ‘식사 전 손 씻기 유무’와 ‘올바른 방법 로 손 

씻기’(P<0.05), ‘식사 중 이동하거나 화장실 가지 않음’(P< 

0.01)이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위생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전체 평균점수는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유

의적(P<0.05)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세부항목에서는 경

험자가 미경험자보다 ‘급식 후 주위 정리정돈’(P<0.05), ‘잔

반통 주위에 음식을 흘리지 않음’(P<0.01)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고등학생 상 연구(14)에서도 위생교

육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개인 급식 위생의 중요도 점수가 

유의적(P<0.05)으로 높다고 보고되어 중학교에서도 학생들

을 상으로 한 위생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일반사항에 따른 급식 개인위생 수행도 점수는 Table 3

과 같다. 총 평균 수행도 점수는 3.48/5.00점이며, 조사항목 

중 수행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의 순위는 ‘음식을 향해 

기침･재채기 하지 않기’ 4.11점, ‘식사 중 이동하거나 화장

실 가지 않기’ 3.87점이며, 가장 낮은 항목의 순위는 ‘배식 

시에 잡담하지 않기’ 2.78점, ‘올바른 방법 로 손 씻기’ 

2.89점, ‘식사 전 손 씻기’는 3.18점이었다. 초등학생들은 

식사 전 손 씻기를 반드시 수행 42.9%, 자주 수행 32.7%, 

거의 수행하지 안함 1.8%로 보고되었는데(15), 중학생은 

19.7%만이 식사 전 손 씻는다고 보고되어(18) 기본적인 손 

씻기에서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수행 정도가 낮았다. 

손 씻기 운동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005년부터 전 국민을 

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중･고등학생의 경우 손 씻

기 설천이 잘 수행되지 않고 있었다.

성별, 학년 간 전체 평균점수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으나 세부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올바른 방법 로 

손 씻기’에서 유의적(P<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위

생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전체 평균점수는 경험자

가 미경험자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세부항목에서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항

목은 ‘식사 전 손 씻기’와 ‘음식 담는 부분에 손 접촉 않

기’(P<0.01), ‘올바른 방법 로 손 씻기’와 ‘식사 중 이동하

거나 화장실 가지 않기’, ‘급식 후 주위 정리정돈’, ‘정수기 

이용 시 지정된 컵 사용’(P<0.05)이었다. 중학생을 상으

로 한 연구(19)에서는 위생교육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식

사 전 손 씻기’에서 수행도 점수가 유의적(P<0.05)으로 높

다고 보고하여 위생교육 경험이 개인위생 실천에 영향을 준

다고 사려할 수 있겠다.  

급식 개인위생의 격자도 분석 

급식 개인위생에 한 중요도와 수행도의 격자도 분석 결

과는 Fig. 1과 같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높은 1사분면에는 

‘음식을 향해 기침･재치기 하지 않음’, ‘급식 후 주위 정리정

돈’, ‘음식 담는 부분에 손 접촉 않기’, ‘배식 전 배식도구에 

손닿지 않기’가 해당되었다. 중요도는 높은데 수행도가 낮은 

2사분면은 ‘식사 전 손 씻기’, ‘정수기 이용 시 지정된 컵 

사용’, ‘잔반통 주위에 음식을 흘리지 않기’가 해당되어 학생

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나 실제로 수행이 잘 되지 않으므로 

학생들의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 손 씻기 캠페인이나 홍보물 

부착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중요

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3사분면은 ‘올바른 방법 로 손 

씻기’, ‘배식 시에 잡담하지 않기’가 해당되었다. 중요도는 

낮으나 수행도가 높은 4사분면은 ‘식사 중 이동하거나 화장

실 가지 않기’ 항목으로 이는 학생들에게 중요성을 부각시켜 

교육을 실시해야 하겠다. 중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손 청결에 한 중요도와 수

행도가 낮다고 보고되었는데(19) 학생들에게 손 청결 관련 

사항에 한 집중적인 강조가 필요하겠다.  

학교 급식 위생의 중요도 및 수행도 평가

학생들의 학교 급식 위생 중요도 평가 점수는 Table 4와 

같다. 총 평균 중요도 점수는 4.37/5.00점이었는데 학교 급

식서비스 평가 연구(20)에서도 위생에 한 중요도 점수는 

4.44점이라 보고하여 중요도 점수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영역의 중요도 점수는 음식> 환경> 배식원> 기기･시설 

위생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상 연구(12, 

13,18,20-22)에서도 음식 위생의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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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되었는데 학교 급식에서 신선한 재료 사용, 위생적

인 조리 과정 등 생산의 모든 과정에서 음식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전체 평균점수는 남학생 4.28점, 

여학생 4.43점이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01), 각 

위생영역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P<0.001)으

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중요도 점수는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다고 보고되어(9,13,14,18)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 급식 위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었다.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 중요도 전체 평균점수는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적으로(P<0.05) 높은 점수를 보였

다. 각 영역에서는 음식, 환경, 배식원 위생영역에서 2학년

이 1학년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Kim(13)은 시설 위생영역에서 1학년이 2, 3학년보다 유의

적으로(P<0.01) 중요도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학생의 위생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중요도 전체 

평균점수는 위생교육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유의적으로

(P<0.05)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각 영역에서 환경과 기기･시
설 위생영역에서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유의적(P<0.05)으

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Choi(14)도 위생교육 경험자가 미경

험자보다 환경, 음식, 배식원 위생영역에서 중요도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위생에 한 

중요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급식 위생 중요도 점수(4.37점)와 본 연구의 

Table 2의 학생 급식 개인위생의 중요도 점수(3.81점)를 

비교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 급식 위생의 중요도보다는 

학교 급식 위생에 한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개인 급식 위생의 중요성에 한 인식을 높여야 하겠

다.

학생들의 학교 급식 위생 수행도 평가 점수는 Table 5와 

같다. 수행도 3.67/5.00점이었는데 2005년 고등학생의 학

교급식 위생에 한 수행도 점수는 2.98점이라 보고하여

(20) 본 연구에서 수행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 과거보다 수행

도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사려할 수 있으나 수행율은 73.4% 

(=3.67/5.00점)로 아직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급식 위생에 한 수행도 평가 점수는 음식> 배식원> 환경> 

기기･시설 위생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Lee(17)와 Kim 

(18)은 조사 상 학생들의 음식 위생영역이 수행도 점수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Jang과 Kim(9), Kim 등(12), 

Lee(21)의 연구에서는 음식 위생 수행도 점수가 낮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음식 위생영역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음식의 위생은 언제나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

겠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수행도 전체 평균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P<0.05) 높았고, 배식원 위생영역

을 제외한 음식(P<0.01), 환경(P<0.01), 기기･시설(P<0.05)

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행도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Jang과 Kim(9)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

적(P<0.05)으로 수행도 평가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Kim(13)은 성별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학교 

급식 위생 수행도 평가에 한 성별 간 차이에 해 단적인 

결론은 내릴 수 없겠다.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 수행도 전체 평균점수는 학년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각 영역에서 음식 위생영역

(P<0.01)과 기기･설비 위생영역(P<0.05)에서 1학년이 2학

년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행도 평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음식 위생영역, 시설 위생영역에서 1, 2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적으로(P<0.01) 수행도 평가 점수가 높았다고 보고되

어(13)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수행도 점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사려할 수 있겠다.  

위생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수행도 전체 평균점

수는 경험자와 미경험자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각 영역

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세부 항목에서 ‘배식원 머

릿수건･앞치마 착용’과 ‘배식원 마스크 착용’(P<0.05)에서 

미경험자가 경험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행도 평가 점수

를 보여 미경험자가 경험자보다 배식원 위생에 해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중학생 상 

연구에서는(19)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배식원의 ‘위생장

갑 착용’, ‘마스크 착용’에서 수행도 평가 점수가 유의적

(P<0.05)으로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

였다. 

학교 급식 위생 수행도 점수(3.67점)는 본 연구의 Table 

3의 학생 개인 급식 위생 수행도 점수(3.48점)보다 높게 나

타나 학교 급식 위생 수행도도 향상되어야 하나 학생 개인위

생 실천도 향상되어야 하겠다.

학교 급식 위생의 격자도 분석 

학교 급식 위생에 한 중요도와 수행도 결과는 Fig. 2와 

같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높은 영역인 1사분면에는 ‘음식에 

이물질 없음’, ‘음식 위생’, ‘음식 청결’, ‘벌레가 없음’, ‘식탁･
의자･바닥 청결’, ‘배식도구 청결’, ‘집게 따로 구분 사용’, 

‘배식원 위생복 청결’, ‘배식원 위생장갑 착용’이 해당되며,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행이 잘 이

루어지지 않는 영역인 2사분면에는 ‘식기류 청결’이 해당되

었다. 중･고등학생 상 연구에서도 2사분면에 속하는 항목

은 식기류 청결(11,20,23), 식판의 건조, 음식 담는 그릇 청

결(14) 등이라 보고하였는데, 학교급식 영양(교)사는 무엇

보다도 식기류가 청결하지 않은 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어야 하겠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영역인 3사분면에는 ‘분위

기 쾌적성’, ‘식당에 음식냄새 심하게 나지 않음’, ‘식판에 

물기 없이 건조’, ‘잔반처리통 주위 청결’, ‘퇴식구 청결’, ‘물 

먹는 곳 청결’, ‘배식원 마스크 착용’이 해당되었다. 이 영역

은 학생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평



개인 시설 위생, 학교 급식 위생, 중요도, 수행도, 고등학교 1763



1764 박정선 ․류은순

Quadrant 1

 1. No other substance in the food
 2. Sanitation of food 
 3. Cleanliness of food
 6. No noxious insects
 7. Cleanliness of meal service area
11. Tableware is clean 
12. Tongs were separated by side dish case
16. Cleanliness of employee clothes
19. Wearing sanitary gloves

Quadrant 2  9. Cleanliness of tray

Quadrant 3

 4. Comfortable atmosphere in diningroom
 8. No odor of the food
10. Tray drying
13. Cleanliness around rubbish bins
14. Cleanliness of withdrawal
15. Cleanliness of drinking waters
18. Wearing sanitary mask

Quadrant 4  5. Well ventilated
17. Wearing sanitary gown, cap, apron

Fig. 2. Grid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for foodservice
hygiene.

가할 때 수행도가 낮은 영역으로 급식 시설･환경 관련 항목

이 많이 해당되므로 이에 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중요도는 낮으나 수행도가 높은 영역인 4사분면에는 ‘환

기와 통풍이 잘됨’, ‘배식원 머릿수건･앞치마 착용’이 해당

되었다. 중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리 종사자의 청

결’(9), ‘종업원 복장의 청결’(23)이 이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고되었는데 학생들에게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항목이라 사려할 수 있겠다.

요   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 10개 고등학생 634명을 상으로 학생 

개인 급식 위생 및 학교 급식 위생에 한 중요도 및 수행도 

조사를 통해 급식 위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급식 

위생 향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조사 상 학생의 49.1%가 위생교육 경험이 있었

다. 개인 급식 위생 중요도 전체 평균점수는 3.81/5.00점, 

수행도 3.48/5.00점이며, 학교 급식 위생에 한 전체 평균

점수 중요도 4.37점, 수행도 3.67점으로 개인 급식 위생이 

학교 급식 위생보다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가 낮았다. 개인 

급식 위생 중요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사 전 손 씻기’

와 ‘올바른 방법 로 손 씻기’(P<0.05), ‘식사 중 이동하거나 

화장실 가지 않음’(P<0.01)에서 유의적으로 높음 점수를 보

였다. 개인 급식 위생 수행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올바

른 방법 로 손 씻기’에서 유의적(P<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 급식 위생 중요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학

년이 1학년보다 음식 위생과 환경 위생을 유의적(P<0.05)으

로 높게 평가하였고, 학교 급식 위생 수행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학년이 1학년보다 음식 위생, 기기･시설 위생

을 유의적(P<0.05)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위생교육 경험자

가 미경험자보다 개인 급식 위생의 중요도와 수행도 점수가 

유의적(P<0.05)으로 높았고, 학교 급식 위생 중요도 평가 

점수도 경험자가 미경험자보다 환경 위생(P<0.05), 기기･
시설 위생(P<0.05)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

요도 수행도의 격자도 분석에서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은 영역으로 개인 급식 위생은 ‘식사 전 손 씻기’, ‘정수기 

이용 시 지정된 컵 사용’, ‘잔반통 주위에 음식 흘리지 않기’

가 해당되었고, 학교 급식 위생은 ‘식판에 이물질 없음’이 

해당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학생들의 손 씻기 실

천을 비롯한 개인 급식 위생 실천이 미흡하므로 학교에서는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물 부착을 통한 위생교육을 강화시켜

야 하겠다. 학교급식 위생에서는 식기류가 청결하지 않았으

므로 이에 한 원인 파악 및 개선과 더불어 급식 시설･환경 

관련 항목들에서 수행도가 평균점수보다 낮은 항목들에 

한 영양(교)사들의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도 중학생들에 한 위생교육 실시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

생들의 개인 및 학교 급식 위생에 한 중요도 인식 부각 

및 실천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집중적인 위생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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