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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영유아가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다니는

비율은 2020년전국을기준으로 70%이상이다. 어린이집은

전국 35,352개소에 보육 아동의 수가 1,244,396명으로

76.4%의 이용률을 보이며 [1], 유치원의 경우는 전국에

8,705개소에 612,538명의 어린이가 취원하고 있고 [2],

70.6%의 취원율을 보인다 [3]. 이처럼 어린이집이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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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어린이급식소에서의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을 이용한 급식 위생관리 모니터링의 적합성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유형 간을 비교하였을 때, 측정구역별 ATP 측정값, 위생관리 적합률,

획득점수와 측정 횟수별 획득점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을 비교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의

측정구역별 ATP 측정값은 대부분 1차시보다 2차시에 낮아졌으나, 유치원은 차시 간 차이가 없었으며, 측정구역별 위

생관리 적합률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대부분 1차시보다 2차시에 높아졌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측정 횟수와 평

균 획득점수와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은 어린이급식소에서의 급식 위

생관리 모니터링 도구로써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어린이급식소, 어린이집, 유치원, Adenosin triphosphate bioluminescence 분석법, 위생관리

Abstract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suitability of monitoring the hygiene control of meals using ATP 
bioluminescence assay in children’s foodservice facilities. Most ATP measured value by measurement area in 
childcare centers were lower in the second round than in the first round, and most hygiene control suitable rate 
by measurement area in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as higher in the second round. Also, in childcare 
center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ATP measurement and the average score. In 
conclusion, ATP bioluminescence assay could be available as a monitoring tool for meal hygiene control in 
children’s foodservice facilities, especially in childcar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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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과 같은 어린이급식소의 높은 이용률은, 그만큼 많

은 영유아가 매일 기관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의 간식과 점심을 먹는다 [4]. 그런데 영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식사를 준비할 능력이 없어 [5] 기관에

서 제공하는 급식을 그대로 섭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이들이 제공받는 급식의 위생적인 안전성은 어린이

급식소 조리자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데 [6], 영유아

와 같이 신체 성장이 미숙한 시기에는 급식 위생관리의

미흡함이 집단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7], 조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안전 4단계(4 steps to food safety)

중 하나를 ‘청결(clean)’로 제시하며 손과 조리도구 및

기기, 식재료 표면을 올바르게 세척하라고 하였으며

[8], 조리도구 및 기구의 불충분한 세척이 식중독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에서 [9] 보는 바와 같이 급

식에서의 올바른 세척 및 소독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

고 있다.

현대 사회의 큰 특징 중 하나로서 맞벌이 가정이 증

가하면서 [10] 어린이급식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데, 어린이를 보육 및 교육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급식 운영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유치원은 유아교

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에, 공통으로는 식품위생

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11],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여러 법적·제도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 [12]. 이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위생관리 방법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Bae(2009) 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급식 위생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도 제언하였다 [13].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급식 위생관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

는지, 어떠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관리 및 교육해야 하

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영양사와 같은 급식 관련 전문인력이 고용되지 않은

어린이급식소의 경우에는 급식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데 [14], 이를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는 2011년에 12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기관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다 [15].

어린이급식소에서의 위생관리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Adenosine triphosphate(ATP) bioluminescence 분석법

을 활용하는데, 이 방법은 식품 생산 공정에서 위생 상

태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널리 인정된 방법이다

[16].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은 기존의 미생물 배

양 배지를 활용하는 검사와는 달리 비숙련자도 쉽게 수

행할 수 있고,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17]. 이 검사법은 세균이

가진 ATP는 Luciferin과 Luciferase와 반응하여 발광한

다는 원리를 이용하며, 이를 생물발광단위(Relative light

units, RLU)로 측정하여 ATP 양을 표시하는 것이다

[18]. Park(2000)은 ATP 측정값이 표준평판균수 측정값

과 높은 일치도를 보여 급식 분야의 미생물 품질관리

평가에 ATP 측정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19],

Kim(2009) 등도 급식 위생실태 조사 결과와 ATP 측정

값의 높은 상관성을 보고하였다 [20]. 또한, Lee(2021)

도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점검 방법의 하나를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며, 어린

이급식소의 청결도를 실시간으로 판정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에등록된어린이급식소를대상으로,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을 이용하여 위생관리 모니터링의 적합성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ATP

측정값이나 위생관리 적합성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유형의 어린이급식소에서의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차이 여부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추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위생관리 차이를 고려한, 영유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관리 및 교육 방향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안양시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시

행하였다. 연도별 기관 수는 2018년에는 어린이집 134

기관, 유치원 11기관이었고, 2019년에는 어린이집 132기

관, 유치원 14기관이었으며, 2020년에는 어린이집 90기

관, 유치원 8기관이었다. 2020년의 기관 수가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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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이유는 COVID-19로 어린이급식소 방문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3년간 기

관의 수는 중복된 기관을 제외하였을 때 총 161기관이

었으며, 이 중, 어린이집은 144기관, 유치원은 17기관이

었다.

2. 시료 채취 및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

시료는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각

기관을 방문하여 Clean-traceTM Surface ATP Test

Swab(3M, St. Paul, MN, USA)으로 배식용 밧드, 식판,

컵, 조리자 손, 냉장고 손잡이, 채소용 도마, 조리도구

(집게, 국자), 앞치마, 칼날 표면을 100 cm²씩 각각 도

말 후 Clean-traceTM Luminometer NG3(3M) 기기를

사용하여 ATP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구역별로 1차시와 2차시로 나누어 각각 측정하

였으며, 차시 간 측정 간격은 최소 6개월로 하였다. 1차

시 측정 후 조리자에게 ATP 측정값을 확인시켰으며,

올바른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대한 급식 위생관리 교육

을 시행하였다. 측정구역은 해마다 다르게 하였는데,

2018년에는 배식용 밧드, 식판, 컵을, 2019년에는 조리

자 손, 냉장고 손잡이, 채소용 도마를, 2020년에는 조리

도구, 앞치마, 칼날 표면을 측정하였다.

3. 위생관리 적합성 판정 및 획득점수 계산

측정된 ATP 값은 3M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배식용

밧드, 식판, 조리도구는 150, 컵, 냉장고 손잡이, 앞치마

는 300, 조리자 손은 1,000, 채소용 도마와 칼날은 200

RLU/100 cm² 이하일 경우 위생관리 수준이 적합하다

고 판정하였다.

위생관리 적합성을 점수화하기 위하여 1차시와 2차

시의 ATP 측정값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1차

시와 2차시 적합성 판정 후, 1차시와 2차시 모두 기준

에 적합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나, 1차시에는 부적합하

였으나 2차시에 개선이 되어 적합한 수치로 측정되면

100점을 부여하였다. 반대로, 1차시에는 적합하였으나 2

차시에 부적합하거나, 두 차시 모두 부적합할 때는 0점

을 부여하였다.

4.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SPSS version 18.0(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어

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측정구역별 ATP 측정값, 적합률

및 획득점수, 측정 횟수별 평균 획득점수, 그리고 어린

이집과 유치원 각각의 차수별 ATP 측정값을 비교할

때는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각 측정 횟수별 평균 획득점수 비교 시, 측정 횟수 1∼3

회, 4∼6회, 7∼9회를 기준으로 총 세 개 군으로 나누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Duncan 사후분석을 시

행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측정 횟수와 평균

획득점수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Pearson 상관관계 분

석을 하였다. 모든 결과에 대해 p 값이 0.05 미만인 경

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Ⅲ. 결 과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측정구역별 ATP 측정값 비교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경우 배식

용 밧드의 ATP 측정값은 최초 측정 시 231.58 ± 29.86

RLU였으나 2차시에는 81.44 ± 11.24 RLU로 감소하였

다(p < 0.0001). 식판도 1차시에는 172.44 ± 39.29 RLU

였으나 2차시에 54.68 ± 7.85 RLU로 값이 낮아졌다(p

< 0.01). 컵과 조리자 손도 각각 262.50 ± 42.94 RLU에

서 80.00 ± 12.58 RLU로(p < 0.0001), 844.02 ± 111.68

RLU에서 257.77 ± 40.44 RLU로 (p < 0.0001) 감소하였

다. 냉장고 손잡이는 1차시에 1,316.48 ± 189.93 RLU였

으나 2차시에는 257.01 ± 45.09 RLU로 낮아졌으며(p <

0.0001), 채소용 도마 역시 1차시에는 194.14 ± 44.98

RLU였다가, 2차시에 55.45 ± 4.76 RLU로 감소함이 확

인되었다(p < 0.01). 칼날 또한 232.66 ± 61.32 RLU에

서 68.92 ± 18.36 RLU로 감소하였다 (p < 0.05). 그 외

에 조리도구와 앞치마는 1차시와 2차시의 측정값에 대

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유치원은 모든 측정구역에서 1차시와 2차시 ATP 측

정값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차시 별 모든 측정

구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차이도 관찰되지 않

았다.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측정구역별 위생관리 적합률

및 획득점수 비교

ATP 측정값을 근거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급

식 위생관리의 적합률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유치원의 앞치마에 대한 적합률이 1차시와 2차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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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75.0%로 차이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측정구역에서는 1차시보다 2차시에 위생관리 적합률이

상승하였다.

차시별 적합률이 가장 낮은 측정구역은 1차시의 경우

어린이집은 냉장고 손잡이가 37.1%로, 유치원은 조리

도구가 50.0%로 가장 낮았다. 2차시의 경우 어린이집은

냉장고 손잡이가 82.6%로, 유치원은 배식용 밧드가

72.7%로 가장 낮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적합률

을 비교하면, 냉장고 손잡이는 어린이집의 1차시 적합

률이유치원보다 32.1%정도낮았고(p = 0.036), 조리도구는

표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측정구역별 ATP 측정값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ATP measured value by measurement area on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Measurement area Facilities (number)
1st measurement 2nd measurement

ATP value (RLU) p value ATP value (RLU) p value
Serving tray Childcare center (134) 231.58 ± 29.861) 0.712 81.44 ± 11.24*** 0.818

Kindergarten (11) 272.00 ± 116.50 90.73 ± 31.80
Meal tray Childcare center (134) 172.44 ± 39.29 0.870 54.68 ± 7.85** 0.429

Kindergarten (10) 148.60 ± 65.75 78.50 ± 32.43
Cup Childcare center (133) 262.50 ± 42.94 0.173 80.00 ± 12.58*** 0.885

Kindergarten (11) 1,454.18 ± 810.96 73.45 ± 41.85
Hand Childcare center (132) 844.02 ± 111.68 0.657 257.77 ± 40.44*** 0.476

Kindergarten (12) 1,017.33 ± 402.26 161.25 ± 43.20
Refrigerator handle Childcare center (132) 1,316.48 ± 189.93 0.480 257.01 ± 45.09*** 0.332

Kindergarten (13) 875.31 ± 460.97 116.23 ± 34.84
Vegetable cutting board Childcare center (132) 194.14 ± 44.98 0.892 55.45 ± 4.76** 0.352

Kindergarten (14) 175.07 ± 69.91 41.29 ± 12.26
Cooking tools Childcare center (90) 222.70 ± 104.45 0.166 40.42 ± 5.22 0.402

Kindergarten (8) 750.50 ± 490.11 55.88 ± 18.48
Apron Childcare center (88) 673.73 ± 248.26 0.625 182.84 ± 24.60 0.187

Kindergarten (8) 267.50 ± 161.41 301.38 ± 123.91
Blade Childcare center (87) 232.66 ± 61.32 0.461 68.92 ± 18.36* 0.547

Kindergarten (8) 713.75 ± 615.14 32.13 ± 8.97
RLU, Relative Light Units
* p < 0.05, ** p < 0.01, *** p < 0.0001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

표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측정구역별 위생관리 적합률 및 획득점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hygiene control suitable rate and scores by measurement area on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Measurement area Facilities (number)
1st measurement 2nd measurement

Score p value
Pass (%) p value Pass (%) p value

Serving tray Childcare center (134) 81 (60.4) 1.000 114 (85.1) 0.382 85.07 ± 3.091) 0.284
Kindergarten (11) 7 (63.6) 8 (72.7) 72.73 ± 14.08

Meal tray Childcare center (134) 98 (73.1) 1.000 126 (94.0) 0.145 94.03 ± 2.05 0.324
Kindergarten (10) 7 (70.0) 8 (80.0) 80.00 ± 13.33

Cup Childcare center (133) 101 (75.9) 0.468 124 (93.2) 0.560 93.23 ± 2.19 0.773
Kindergarten (11) 7 (63.6) 10 (90.9) 90.91 ± 9.09

Hand Childcare center (132) 102 (77.3) 0.164 131 (99.2) 1.000 99.24 ± 0.76 0.764
Kindergarten (12) 7 (58.3) 12 (100.0) 100.00 ± 0.00

Refrigerator handle Childcare center (132) 49 (37.1) 0.036 109 (82.6) 0.695 82.58 ± 3.31 0.262
Kindergarten (13) 9 (69.2) 12 (92.3) 92.31 ± 7.69

Vegetable cutting board Childcare center (132) 111 (84.1) 0.262 130 (98.5) 1.000 98.48 ± 1.07 0.646
Kindergarten (14) 10 (71.4) 14 (100.0) 100.00 ± 0.00

Cooking tools Childcare center (90) 79 (87.8) 0.018 89 (98.9) 1.000 98.89 ± 1.11 0.767
Kindergarten (8) 4 (50.0) 8 (100.0) 100.00 ± 0.00

Apron Childcare center (88) 67 (76.1) 1.000 81 (92.0) 0.163 92.05 ± 2.90 0.337
Kindergarten (8) 6 (75.0) 6 (75.0) 75.00 ± 16.37

Blade Childcare center (87) 75 (86.2) 0.335 85 (97.7) 1.000 97.70 ± 1.62 0.669
Kindergarten (8) 6 (75.0) 8 (100.0) 100.00 ± 0.00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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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1차시 적합률이 어린이집보다 37.8% 정도 낮

았다(p = 0.018). 그 외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적

합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모든 측정구역에서

의 획득점수도 차이가 없었다.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ATP 측정 횟수별 평균 획득

점수 비교 및 상관성 분석

측정 횟수별 평균 획득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측정 횟수를 1∼3회, 4∼6회, 7∼9회를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Table 3),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ATP 측정 횟수별 평균 획득점수와 총평균 획득점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측정 횟수가 1∼3회

인 경우보다 4∼6회와 7∼9회인 경우 평균 획득점수가

더 높았다(p< 0.05).

표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ATP 측정 횟수별 평균 획득점수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average score by the number of
ATP measurement on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Number of
measurement

Average score
p value

Childcare center Kindergarten
1 ∼ 3 85.42 ± 4.271)a 83.33 ± 11.39 0.833
4 ∼ 6 92.46 ± 1.98b 97.22 ± 2.78 0.381
7 ∼ 9 93.84 ± 0.88b* 88.89 ± 6.09 0.209
Total 92.50 ± 0.93 89.87 ± 4.47 0.572

The number of childcare center was 16 in 1∼3 group, 42 in
4∼6 group and 86 in 7∼9 group. The number of kindergarten
was 6 in 1∼3 group, 6 in 4∼6 group and 5 in 7∼9 group.
* p < 0.05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ATP 측정 횟수와 평균 획득점

수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을 때 어린이집은 측정 횟수가

많을수록 평균 획득점수가 더 높았으나(r=0.208, p=0.013),

유치원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4).

표 4.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ATP 측정 횟수와 평균 획득점수
상관성 분석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ATP measurement
and average score on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Average score p value
Number of
measurement

Childcare center 0.208 0.013
Kindergarten 0.141 0.591

Ⅳ. 고찰 및 결론

본연구에서는안양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등록

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을 이용하여 조리자 손과 급식 기기 및 기구의

위생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어린이집 수는 144개소로 유치원(17개소)보

다 더 많았는데,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2020년 기준, 안

양시 소재 어린이집 수가 421개소이고 [22], 유치원 수

가 77개소로 [23],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더 많이 운영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유형의 기관 사이의 배식용

밧드, 식판, 컵, 조리자 손, 냉장고 손잡이, 채소용 도마,

조리도구, 앞치마, 칼날 표면의 측정구역별 ATP 측정

값이나 차시별 위생관리 적합률과 획득점수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각 유형의 어린이급

식소에서의 측정구역별 차시에 따른 ATP 측정값이나

위생관리 적합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

데, 어린이집은 배식용 밧드, 식판, 컵, 조리자 손, 냉장

고 손잡이, 채소용 도마, 칼날 표면의 ATP 측정값이 1

차시보다 2차시에 더 낮아져서,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의 위생관리 모니터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타 지역 어린이급식

소를 대상으로 한 ATP 측정값 비교 연구에서도, 위생

관리교육후ATP 측정값이낮아져,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을 이용한 교육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24].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어린이집의 결과와는 다르게

모든 측정구역에서 1차시와 2차시 ATP 측정값 간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유치원에서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을 이용한 위생관리가 적절치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이유는, 유치원에서의 위생관리

적합률은 앞치마를 제외한 모든 측정구역에서 1차시보

다 2차시에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ATP 측정값이

라는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비교한다면 유치원은 이전

보다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가 ATP bioluminescence 분석 측정기기 지침

에 제시된 적합 범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유치원의 배식용

밧드는 1차시에는 272.00 ± 116.50 RLU, 2차시에는

90.73 ± 31.80 RLU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

었지만, 배식용 밧드의 적합성 판정 기준인 150 RLU를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1차시에는 부적합했지만 2차시에

적합 수준으로 되어,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어린이급식소의 급식

위생관리에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을 적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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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각 측정값 자체의 변화로만 판단하기보다, 측정값을

활용한 적합/부적합 판단의 범위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리자 대상 위생교육 전인 1차시의 측

정구역별 위생관리 적합률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인 구

역은 어린이집은 냉장고 손잡이, 유치원은 조리도구로

조사되었다. 냉장고 손잡이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적합률이 더 낮았으며, 조리도구는 유치원이 어린이집

보다 적합률이 더 낮아, 어린이급식소 유형별 위생관리

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

다. 특히 어린이집 냉장고 손잡이의 1차시 ATP 측정값

은 1,316.48 ± 189.93 RLU로 다른 구역보다 그 값이 가

장 컸는데, 이는 다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Kim

(2009) 등은 냉장고 손잡이가 다른 측정구역에 비해 높

은 ATP 측정값을 보인 것에 대해, 손잡이는 여러 사람

의 손이 자주 접촉하는 부분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

만, 오염도가 높고,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다

[20]. 냉장고 문이나 서랍 손잡이 등에 손이 닿아 교차

오염이 발생하기도 하며 [25], 한식당의 위생관리 취약

항목 중 하나가 조리하던 손으로 냉장고 손잡이를 만지

는 행위라고 하였다 [26]. 게다가 냉장고 손잡이에서 영

유아에게서 심한 위장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로타바이

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27]. 이처럼 냉장

고 손잡이는 영유아의 식중독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역 중 하나이지만,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부

분이기에 어린이집에서의 위생관리 및 교육 시 이 구역

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해야 한다.

조리도구 등에 의한 교차오염도 집단식중독의 원인

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여기에 조리자의 개인 위생관리

부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집단식중독의 발생 가능

성을 높여주므로 [28], 이 또한 중요한 관리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유치원에서의 가장 낮은 적합

률을 보였던 조리도구와 두 번째로 낮은 적합률을 보였

던 조리자 손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

내 집단식중독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특히

이 구역에서의 철저한 세척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주의

가 필요하겠다.

어린이급식소의 지속적인 위생관리 방문교육은 위생

관리 수준의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여 [29], 본 연

구에서도 ATP 측정을 통한 꾸준한 위생관리 모니터링

이 기관에서의 위생관리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

었는지 확인하고자, 측정 횟수가 개선 여부에 대한 평

균 획득점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측정 횟수별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의 평균 획득점수

에 대한 차이는 없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측정 횟수가 1

∼3회인 경우가 4∼6회, 7∼9회인 경우보다 평균 획득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측정 횟수와 평균 획득점수

간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집과는 달리 유

치원은 측정 횟수별 획득점수에 대한 차이나, 두 변수

와의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ATP 측정을 통한 꾸준한 위생관리 모니터링은 어

린이급식소 중 어린이집에서의 위생 개선을 유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는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은 위생관리 교육 시

훌륭한 가시적인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

나, ATP 측정값의 큰 표준오차 값은 결과 해석에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측정값의 표준오차 값이

큰 이유는,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측정한다고는 해도,

측정자가 항상 동일인이 아님에서 온 오차에 의한 것으

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하여, Moon(2017)은 ATP 측정

값의 매우 큰 표준편차 값을 줄이기 위해, 시료 채취

시, 미생물 오염도 외의 요인이 ATP 측정 결과에 영향

을 주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30].

따라서 추후 정확한 ATP bioluminescence 분석을 위하

여 도말 부위를 미리 정하여 반복연습을 하는 등 측정

자의 사전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는, 후속 보완연구의 필요성으로, 어린이급식소 조리자

를 대상으로 한 급식 위생관리 필요성 인지도, 지식 향

상 여부 연구가 병행되어, ATP bioluminescence 분석

법을 활용한 위생관리 모니터링이 지속적인 교육 방법

으로 효과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ATP bioluminescence 분석법은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서의 급식 위생관리 모니터링 도구로써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관리 구역을 구분

하자면 어린이집은 냉장고 손잡이에 대해, 유치원은 조

리도구에 대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ATP 측정 횟수가 많을

수록 개선 여지가 더 높아지므로, 이 분석법을 이용한

꾸준한 관리는 어린이집 조리자의 자발적인 위생 개선

의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영유아식중독발생예방차원에서, ATP biolumin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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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위생관리 모니터링

방법으로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 연구로써, 추후 교육자

료 개발 및 관련 정책 운용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의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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