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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점검 점수와 간이오염도(ATP) 검사를 이용한 경북
일부 어린이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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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tatus of food safety management in children’s foodservice
facilities through sanitary check scores and ATP bioluminescence assays. The subjects were 88 children’s foodservice
facilities each with between 21 and 99 children. When periodic visiting education in 2020, a sanitary check score
was taken, and an ATP bioluminescence assay was conducted on knives, cutting boards, and the hands of cook workers.
The total mean score for the sanitary checks was 79.0 points. The total averages of the ATP values were 23.5±94.3
RLU/cm2 for knives, 26.0±129.3 RLU/cm2 for cutting boards, 72.5±92.7 RLU/cm2 before washing, and 11.6±19.3
RLU/cm2 after washing for cook workers’ hands. The passing ratio of the ATP value (below 2 RLU/cm2 for knife
and cutting board, below 15 RLU/cm2 for cook workers’ hand) was 44.3% for knives, 53.4% for cutting boards, and
22.7% for cook workers’ hands. According to the last year’s level of food safety management, the foodservice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upper and lower grades. The sanitary check scores were significantly (P<0.001) higher in the upper
grade (85.9±7.6 points) than the lower grade (75.1±9.2 point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TP value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grades. Therefore, the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should conduct an
ATP measurement along with a sanitary check and ensure that hygiene monitoring is done to prevent food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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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점심 식사뿐 아니라 오후 간식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므로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역할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저출산 경향으로 아동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

(Bae와 Lee, 2019).

하고 기혼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보육 교

영유아기의 적정한 영양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뿐 아니

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 시설과 유아 교육기관을 이용

라 영양문제 예방을 통해 차후 성인병 발생 감소와 국민건강

하는 어린이들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Park과 Lee, 2015).

수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2019년 12월 기준 37,371개 어린이집에서 1,365,085명의

식사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에 어린이급식

어린이가 재원 중이며(Ministry of Health Welfare, 2020),

소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Seo 등, 2018; Jeong 등,

2020년 4월 기준 8,705개 유치원에 612,538명의 어린이가

2020). 특히 신체 방어기능 발달이 미숙한 영유아기에는 질

재원 중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0). 이들 기관에서

병감염이 쉽고 특히 음식물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식중독

는 기본과정과 함께 종일반 등의 운영으로 어린이들이 어린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어린이급식소에서는 영양적 균형

이집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전 간식과

뿐 아니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Kim과 Lee, 2014; Jung과 Ka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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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법’을 근거로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하여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
원 등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 지원 업무를 실시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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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Jeon 등, 2017), 2020년 10월 현재 전국 227개소 센

준평판 균수 측정 방법 대신 ATP 측정법을 사용함이 가능하

터를 운영하고 있다(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다고 보고하였다. Seo와 Jeon(2015)은 어린이급식소의 교

Management, 2020). 주요 업무 중 위생관리 순회방문 지

사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에 따른 배식위생 관리수준 향상을

도는 위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며, 미흡

식사테이블, 반찬집게, 배식자 손 등의 ATP값의 감소를 통

한 사항은 조리원 및 급식관리자에게 설명하고 결과지를 제

해 확인하였고, Kim 등(2009)은 호텔의 위생실태 조사와

공함으로써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있다(Ministry of Food

ATP값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위생점검 점수와 작업자

and Drug Safety, 2020). 특히 2016년부터 등록기간 및

손, 조리기구, 시설과 설비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위생점검 점수 등에 의해 열매등급과 새싹등급으로 구분하

다고 보고하여 단체급식소의 식품접촉표면 위생모니터링

여 관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에는 위생순회

도구로서 ATP luminometer의 적합성을 검증한 Kim 등

방문 지도를 열매와 새싹 급식소에 대해 각각 연 2~4회와

(2010)의 보고를 재확인하였다. Seo 등(2011)의 연구에서

4~6회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급식소 수준에 따른 지원을 다

는 노인복지시설 위생관리 실천도가 높게 평가된 반면 ATP

양화하고 있다.

측정 결과는 조리기구가 청결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센터에서 실시하는 위생순회방문 지도 및 위생교육이 조

나타나 위생점검과 실제 수행도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리원의 위생지식을 상승시키고, 순회방문 지도 횟수가 증가

면서도 현장에서 ATP 판정과 기준치 초과 시 현장에서의

할수록 위생･안전관리 수행 수준이 향상되어 센터의 순회방

위생관리 지도를 통한 종사자의 위생의식 제고에 효과적임

문 지도가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 개선에 효과적이었

을 강조하였다.

음이 보고되고 있다(Kim과 Lee, 2014; Paik 등, 2015; Le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적 환경조성을

2016). 그러나 Moon(2017)은 위생순회방문 지도 시 관찰

위해 센터의 순회방문 지도 시 위생･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에 의해 위생 체크리스트 항목을 수행한 것으로 점검된 급식

점검과 ATP 위샘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를 비교함으

소의 기구에 대해 ATP(adenisine tri-phosphate) 생물 발

로써 등급별 위생관리수행 정도를 평가하여 취약한 부분을

광기를 활용하여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불량 비율이 38.5~

도출하여 효과적인 위생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향후 순회방

67.6%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미생물 오염도

문 지도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와 육안에 의한 위생점검 결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ATP 청결도 측정이나 위생지표균 검사

연구 방법

를 위생점검과 병행하도록 권고하였다.
최근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수행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급

조사대상 및 기간

식기구(Kim 등, 2002; Kim 등, 2004)와 개인위생(An과

본 조사는 경상북도 남부 중앙지역에 자리한 인구 27만여

Kim, 2013; Cho와 Bae, 2016)에 대한 미생물적 검증을 병

명의 지방 중소도시인 경북 OO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행한 선행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 배지나 건조 필름배지를

터(이하, OO시센터)에 등록된 현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

이용한 Swab 방법은 실험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24시간

식소 중 급식 인원이 21~99명인 88개 시설을 대상으로 센

이상이 소요되며 비숙련자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을 갖는다

터 영양사가 위생순회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위생

(Seo 등, 2011; Moon, 2017). 반면 ATP bioluminescene

점검과 간이오염도(ATP) 측정을 실시하여 위생･안전관리

방법은 기존의 미생물 검사와 달리 비숙련자도 쉽게 사용하

수행 수준을 평가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2월 10일부터

여 급식 현장에서 식품접촉표면이나 작업자 손 등의 불충분

2020년 8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기

한 세척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im

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Approved

등, 2010). ATP luminometer의 사용 원리는 세균과 식품

Number: CUIRB-2018-0003).

잔류물이 가진 ATP가 luciferin 및 luciferase와 반응하여
발광하는 빛을 생물발광단위(relatively light unit, RLU)로

조사내용

측정하여 ATP양을 즉각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이다(Chen과

어린이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품

Godwin, 2006; Bellamy, 2012). 세균뿐 아니라 식품 잔류

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물은 세균증식의 원인이 되므로 불충분한 세척 소독을 판정

터 운영 가이드라인(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효과적이며 학교(Jang과 Hwang,

2020)에 포함된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체크리스트

2015; Kye와 Hwang, 2017), 대학급식소(Park, 2000), 노

를 이용하였다. 위생･안전관리 체크리스트는 시설 등 환경,

인복지시설(Seo 등, 2011), 호텔(Kim 등, 2009) 등 여러

개인위생, 원료사용, 공정관리, 보관관리, 기타사항의 6가지

급･외식시설에서 위생점검과 병행 사용한 연구 결과가 보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급식소(30문항)와 집단급

되고 있다. Park(2000)은 대학급식소 위생상태 평가 연구에

식소(45문항)별로 문항 수와 항목별 점수를 다르게 분배하

서 ATP 측정 방법과 표준평판 균수 측정 방법의 결과가

여 총 100점 만점으로 위생점검 점수가 산출된다. 이 위생점

75% 일치하여 HACCP system의 미생물적 품질 평가에 표

검 점수를 중심으로 각 센터에서는 위생관리 수행도가 높은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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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는 열매등급으로 분류하여 연 4회의 순회방문 지도

아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

Type of foodservice

Child care center
Kindergarten

79 (89.8)
9 (10.2)

Foundation type

Public
Private
Corporation

11 (12.5)
60 (68.2)
17 (19.3)

Number of meals
served/ time

50≦∼<100
21≦∼<50

50 (56.8)
38 (43.2)

를, 위생관리 수행도가 낮은 급식소는 새싹등급으로 분류하
여 순회방문 지도 횟수를 연 6회 실시하는 등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가 수행된
OO시센터에서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점검되는 문항(보
존식 보관, 위생교육 이수 등)이 포함된 기타사항은 소규모
급식소(12점)와 집단급식소(14점) 간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
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 영역에 대한 총점을 100점 만
점의 비율로 환산해 위생점검 점수를 산출하여 급식소 규모
와 등급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 2년

Classroom
84 (95.5)
Classroom＋dining room 1 (1.1)
3 (3.4)
Dining room

Serving type

간 센터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은 시설의 등급 간 변화를 살
펴보고 2년 연속 열매등급을 유지한 급식소는 ‘우수군’, 새
싹등급에서 열매등급으로 상향된 급식소는 ‘상향군’, 열매등
급에서 새싹등급으로 하향된 급식소는 ‘관심군’, 2년 연속
새싹등급을 유지한 급식소는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등급변
화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를 분석하였다.

Number of
cooking staff (persons)

1
2

74 (84.1)
14 (15.9)

Working period
of foodservice
employees (years)

<1
1≦∼<3
3≦∼<5
5≦∼<7
7≦

24 (27.3)
27 (30.7)
15 (17.0)
6 (6.8)
16 (18.2)

ATP 청결도 측정대상은 급식 기구 중 가장 사용이 빈번
하고, 선행연구(Moon, 2017; Lee, 2018)에서 위생관리가

Total

88 (100.0)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칼, 도마와 조리종사자의 손을
선정하였다. 시료의 채취는 선행연구(Kim 등, 2009; Seo

조사대상 시설 88개소 중 어린이집이 89.8%, 유치원이 10.2

등, 2011)를 바탕으로 ATP 측정 전용 시료 채취 면봉으로

%이며 운영주체는 민간이 68.2%로 가장 많았다. 급식원아

2

측정하고자 하는 칼과 도마의 10×10 cm 의 내부면과 조리

수는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가 56.8%, 21명 이상 50명

종사자 손가락과 손바닥 사이를 suface ATP 기구로 swab

미만의 소규모급식소가 43.2%였으며, 식당을 갖춘 급식소

한 후 ATP 측정기(Kikkoman Lumitester PD-30, Lumin

는 4.5%에 불과하고 95.5%에 이르는 대부분이 교실에서 배

Ultra Technologies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제조

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자 수는 1명이

사의 사용 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상대흡광도(RLU: relative

84.1%, 2명이 15.9%였으며, 조리종사자 경력은 1년 이상

luminescence unit)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ATP값은 제조

3년 미만이 30.7%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 27.3%, 7년

2
사 가이드라인의 기준치(식품접촉표면은 2 RLU/cm 이하,

이상이 18.2%, 3년 이상 5년 미만이 17.0%, 5년 이상 7년

2

조리종사자 손은 15 RLU/cm 이하)에 따라 위생관리 수준

미만이 6.8%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을 ‘적합’과 ‘부적합’으로 판정하였다.

연구(Park과 Jung, 2018)에서 조리원 경력은 1년 미만이
37.5%로 가장 높았고 1~3년 미만이 28.1%였다고 보고하

통계분석

였다. 서울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연구(Park, 2018)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ver. 21.0, IBM Corp.,

는 조리원 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 37.9%, 1년 미만이

Armonk, NY, USA)로 통계처리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6.9%로 보고하였다. 조리종사자의 경력이 짧다는 것은 어린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급식 규모와 등급에 따른 위생점검

이급식소에서 지속 가능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점수와 ATP 측정치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특히 경력이 1년 미만인 조리종

조리기구와 조리종사자 손의 ATP 적합 여부에 따른 등급

사자의 비율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간 분포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년간의 등급변화에 따

집중적인 위생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른 위생점검 점수와 ATP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그룹 간 차이는 Dun-

전체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점검 점수

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위생점

조사대상 어린이급식소에 대해 순회방문 지도 시 위생･안

검 점수와 ATP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

전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한 위생점검 점수를 분

lation 분석을 하였다.

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급식 원아 수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체크리스트의 항목 차이를 조정하고자 시설

결과 및 고찰

환경, 개인위생, 원료사용, 공정관리, 보관관리의 5가지 영
역의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어린이급식소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어린이급식소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평균을 살펴보면 총점은 79.0±10.1점/100점으로 조사되어
경기도 지역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Paik 등(2015)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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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nitary check scores in foodservice facilities for children
Category

Total

Management of facilities
Personal hygiene
Ingredient control
Cooking processing control
Food storage

89.9±10.81)
81.4±23.5
72.7±26.7
77.4±15.0
80.0±17.7

No. of meals served/time
50≦∼<100 (n=50)
21≦∼<50 (n=38)
90.9±8.5
88.7±13.3
78.8±25.3
84.8±20.7
69.6±16.3
76.8±15.2
77.3±14.8
77.5±15.4
75.8±17.9
85.5±16.0

t-value
0.881
−1.221
−2.099*
−0.061
−2.632**
−2.238*

Total score
79.0±10.1
77.0±9.8
81.7±9.8
1)
Mean±SD. Sanitary check score＝(ckeck score of category/ maximum score of category)×100.
*
P<0.05, **P<0.01.
서 84.09±11.65점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로 나타나 지역

씻기 전 2~510 RLU/cm2, 씻은 후 0.3~135 RLU/cm2 범위

간 차이를 보였다.

에서 측정되어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oon

5가지 영역에서는 시설환경 89.9±10.8점, 개인위생 81.4

(2017)의 연구에서 창원지역 어린이급식소의 ATP 측정치

±23.5점, 보관관리 80.0±17.7점, 공정관리 77.4±15.0점,

2
가 칼은 0.25~3,414 RLU/cm , 도마는 0.09~480 RLU/

원료사용 72.7±26.7점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환경 영역을

cm2 범위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ATP값의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영역과 총점에서 급식 원아 수가 21명

2
전체 평균은 칼 23.5±94.3 RLU/cm , 도마 26.0±129.3

이상 50명 미만인 소규모급식소가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RLU/cm2, 조리종사자 손은 씻기 전 72.5±92.7 RLU/cm2,

에 비해 위생･안전관리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원료사용

씻은 후 11.6±19.3 RLU/cm2로 조사되었다. 이는 울산지역

(P<0.05)과 보관관리(P<0.01), 총점(P<0.05)에서 유의한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수행에 대한 Lee(2018)의 연구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같은 경북지역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센

2
2
ATP 평균값이 칼 72 RLU/cm , 도마 34 RLU/cm , 조리종

터의 위생순회 방문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Pak과 Cheigh,

사자 손 100 RLU/cm2이라고 보고하여 조리도구에 비해 조

2019)에서 집단급식소가 소규모급식소에 비해 위생･안전

리종사자 손의 ATP값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관리 총점이 높았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였다. 조리종사자 손은 개인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보였다. 집단급식소의 경우 신고 의무화 및 식품위생법에

2
씻기 전에는 적합기준인 15 RLU/cm 를 매우 초과하였으나

의한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위생･안전관리에 관

씻고 난 직후에는 적합기준 이하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표준

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센터의 순회방문 횟수는 소규모급식

편차가 매우 커서 씻고 난 후에도 여전히 높은 오염도를 나

소와 동일한 반면 다루어지는 식재료 종류와 양, 냉장･냉동

타내는 조리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급식소에서는

시설 등이 많다 보니 원료사용과 보관관리 부분에서 지적되

대부분 장갑을 조리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음

는 부분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식에 직접 손이 닿는 경우가 드물지만, 교차오염의 원인이
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취급자의 개인위

전체 어린이급식소의 ATP 위생검사 결과

생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는다(Almeida 등, 1995).

조사대상 어린이급식소의 조리기구(칼과 도마)와 조리종

조사대상 어린이급식소의 조리기구(칼, 도마)와 조리종

사자 손에 대한 ATP 위생검사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

사자 손의 ATP값 측정 결과를 Lumitester PD-30의 위생

다. ATP 측정치의 조사범위를 살펴보면 칼은 0.1~814

기준에 따라 ‘적합’과 ‘부적합’의 두 그룹으로 판정한 결과를

2
2
RLU/cm , 도마는 0.1~1,170 RLU/cm , 조리종사자 손은

살펴보면, 전체 88개소 중 칼은 44.3%, 도마는 53.4%가 적

Table 3. ATP value and ATP acceptability of foodservice facilities for children by ATP bioluminescence method
1)

1)
2)

ATP acceptability2)
Decision
n (%)

ATP value
Mean±SD
Min

Max

Knives

23.5±94.3

0.1

814.6

Pass
Fail

39 (44.3)
49 (55.7)

Cutting boards

26.0±129.3

0.1

1,170.4

Pass
Fail

47 (53.4)
41 (46.6)

Hands of cookers (after use)

72.5±92.7

2.1

510.3

Pass
Fail

20 (22.7)
68 (77.3)

Hands of cooks (washing with detergent)

11.6±19.3

0.3

135.6

Pass
Fail

71 (80.7)
17 (19.3)

Items

Unit: RLU/cm2.
Guideline of criteria on RLU. Knives and cutting boards are 2 RLU/cm2. Hands of cookers is 15 RLU/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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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sanitary check scores according to the grade of food safety management
Grade of food safety management
Category
Upper grade1) (n=32)
Lower grade2) (n=56)
Facilities & environmental management
Personal hygiene management
Food materials management
Food processing management
Storage management

92.8±10.83)
87.1±19.2
81.8±13.5
85.4±10.6
85.3±17.3

Total score
85.9±7.6
Upper grade: the frequency of visiting education is 4 times a year.
2)
Lower grade: the frequency of visiting education is 6 times a year.
3)
Mean±SD. The total sanitary check score is 100 points.
*
P<0.05, ***P<0.001.

t-value

88.3±10.6
78.2±25.3
67.6±15.3
72.8±15.3
76.9±17.4

1.886
1.722
4.360***
4.150***
2.167*

75.1±9.2

5.638***

1)

합으로 판정되었다. Moon(2017)은 창원지역 어린이급식소

목적으로 열매(상위그룹)와 새싹(하위그룹) 등급으로 나누

의 칼과 도마 ATP값 적합 비율이 각각 27.1%와 53.6%라고

고, 등급에 따른 위생점검 점수를 조사하여 Table 4에 제시

보고하였는데, 이에 비해 칼은 적합 비율이 높고 도마는 비

하였다. 등급별 위생점검 점수는 전체 평균이 열매 급식소는

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급식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

85.9±7.6점/100점, 새싹 급식소은 75.1±9.2점/100점으로

는 칼과 도마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조리도구이므로 적합

나타나 열매 급식소가 새싹 급식소에 비해 유의하게(P<

2

기준치가 2 RLU/cm 이하로 낮은 편인데 본 연구 결과에서

0.001)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5가지 세부영역 모두에서 열

ATP값이 매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과 도마에 남

매 급식소가 새싹 급식소에 비해 위생점검 점수가 높았으며,

아 있는 식품 잔류물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생물이 번식

특히 원료사용(P<0.001), 공정관리(P<0.001), 보관관리(P<

하기 좋은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하여 생물학적 위해를 끼칠

0.05)에서 등급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eon 등(2018)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여겨

은 관리가 우수한 급식소의 지도 횟수를 줄이고 더 개선되어

진다. 조리종사자 손은 씻기 전 22.7%만이 적합으로 판정되

야 하는 급식소에 대해 방문 횟수 증가를 통해 개선효과를

어 개인위생 관리가 잘 수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

거두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열매

면, 씻은 후는 80.7%로 3배가량 높아졌다. 이는 조리종사자

급식소가 새싹 급식소에 비해 순회방문 횟수가 적음에도 불

에 대한 현장 교육 시 손 씻기 전과 후에 대한 실시간 위생관

구하고 급식소 위생관리 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 모니터링 결과로 차후 개인위생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
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등급별 ATP 위생검사 결과 비교
어린이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에 따른 열매(상위그룹)와

한다.

새싹(하위그룹)의 두 등급별 조리기구 및 조리종사자 손의

등급별 위생점검 점수 비교

ATP 위생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칼

어린이급식소의 위생관리 수행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를

과 도마의 ATP 측정치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열매 급식소

Table 5. Comparison of ATP values and ATP acceptability according to the grade of food safety management
Items
Knives
Cutting boards
Hands of cookers
(after use)
Hands of cooks
(washing with detergent)
1)

ATP value1)
Lower grade
Upper grade3)
(n=32)
(n=56)
4)
33.8±117.0
5.6±12.6

t-value
−1.351

7.6±16.7

36.6±161.1

−1.012

79.9±120.4

68.3±73.3

0.567

11.8±20.6

11.5±18.82

0.072

ATP acceptability2)
Upper grade
Lower grade
(n=32)
(n=56)
18 (56.2)
21 (37.5)
14 (43.8)
35 (62.5)
19 (59.4)
28 (50.0)
13 (40.6)
28 (50.0)
11 (34.4)
9 (16.1)
21 (65.6)
47 (83.9)
27 (84.4)
44 (78.6)
5 (15.6)
12 (21.4)

2
x -value

2.901
0.719
3.885

*

0.440

Unit: RLU/cm2.
Guideline of criteria on RLU. Knives and cutting boards are 2 RLU/cm2. Hands of cookers is 15 RLU/cm2.
3)
Upper grade: the frequency of visiting education is 4 times a year. Lower grade: the frequency of visiting education is 6 times
a year.
4)
Mean±SD.
*
P<0.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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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sanitary inspection scores and ATP value according to the grade transition of food safety management
for two years
Grade transition of food safety management1)
Excellent group
Upgrade group
Attention group
(n=25)
(n=7)
(n=13)
86.8±7.3a3)4)
83.0±8.9ab
79.5±10.8bc

Sanitary inspection scores2)
ATP value5)
Knives
Cutting boards
Hands of cookers (after use)
Hands of cooks
(washing with detergent)

6.7±14.2
6.3±13.4
89.4±131.4
13.5±22.9

1.9±1.2
12.3±26.2
46.1±64.5
12.4±10.5

20.1±51.1
37.7±88.9
68.1±70.9
5.5±5.6

F-value

Risk group
(n=43)
73.7±8.3c

12.939***

37.9±130.8
36.2±178.2
68.3±74.9
11.2±20.7

0.719
0.338
0.497
0.317

1)

Excellent group: the grade of food safety management has maintained in upper group for two years.
Upgrade group: the grade of food safety management has changed from lower to upper group for two years.
Attention group: the grade of food safety management has changed from upper to lower group for two years.
Risk group: the grade of food safety management has maintained in lower group for two years.
2)
The total sanitary check score is 100 points.
3)
Mean±SD.
4)
Different letters (a-c)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Unit: RLU/cm2.
***
P<0.001.
평균은 5.6±12.6 RLU/cm2와 7.6±16.7 RLU/cm2, 새싹 급
2

2

소의 위생점검 점수가 86.8±7.3점/100점으로 가장 높았으

식소는 33.8±117.0 RLU/cm 와 36.6±161.1 RLU/cm 였

며 새싹등급에서 열매등급으로 상향된 ‘양호’ 급식소는 83.0

으며, 열매 급식소가 새싹 급식소에 비해 낮은 ATP값을 나

±8.9점/100점, 열매등급에서 새싹등급으로 하향된 ‘주의’

타냈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조리종사자 손을 씻

급식소는 79.5±10.8점/100점, 2년 연속 새싹등급을 유지

기 전과 후의 ATP 측정치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열매 급식소

한 ‘위험’ 급식소는 73.7±8.3점/100점으로 나타나 유의적

2

2

평균은 79.9±120.4 RLU/cm 와 11.8±20.6 RLU/cm , 새

인(P<0.001)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ATP 위생검사 결과에

2
2
싹 급식소는 68.3±73.3 RLU/cm 와 11.5±18.82 RLU/cm

서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칼과 도마는

로 조사되어 열매 급식소가 새싹 급식소에 비해 높은 ATP값

우수와 양호 급식소에서 주의와 위험 급식소에 비해 낮은

을 나타냈지만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ATP값을 나타낸 반면, 조리종사자 손에서는 오히려 우수

조리기구 및 조리종사자 손의 ATP 측정치에 대한 위생

급식소가 가장 높은 ATP값을 보였다. Moon(2017)은 창원

적합판정 비율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열매 급식소와 새싹 급

지역 어린이급식소의 칼과 도마에 대해 위생･안전관리 체크

식소 각각 칼은 56.2%와 37.5%, 도마는 59.4%와 50.0%,

리스트 항목을 수행한 급식소 중 ATP 위생 적합판정 비율이

씻기 전의 조리종사자 손은 34.4%와 16.1%, 씻은 후의 조

각각 40.4%와 32.4%에 불과하며 위생점검과 미생물 오염

리종사자 손은 84.4%와 78.6%로 조사되어 모든 항목에서

도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열매 급식소의 적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씻기 전 조리종

따라서 어린이급식소 대상 위생순회 지도 시 위생점검 점

사자 손에서만 유의한(P<0.05) 차이를 보였다. 열매 급식소

수가 높게 나타난 급식소라 할지라도 육안에 의한 점검과

에서 조리종사자의 씻기 전 손에 대한 ATP 위생검사 결과

함께 실시간 ATP 위생검사와 같은 미생물적 평가를 병행하

적합 비율이 높게 나왔지만 ATP값에서는 오히려 새싹 급식

여 조리종사자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현장지도의 효과를 높

소에 비해 높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은 열매 급식

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 중에서도 높은 오염도를 보이는 조리종사자가 많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어린이급식소에서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새
싹 급식소뿐 아니라 열매 급식소에서도 조리종사자의 개인
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위생점검 점수와 ATP 측정값의 상관관계
위생점점 점수와 ATP 측정값 간 상관관계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위생점검 점수와 칼 및 조리종사자 손(씻은 후)
의 ATP 측정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은 반면,

등급변화에 따른 위생점검 점수와 ATP 위생검사 결과 비교

위생점검 점수의 일부 항목과 도마 및 조리종사자 손(씻기

2년간 관리등급 변화에 따라 우수 급식소, 양호 급식소,

전)의 ATP 측정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위생

주의 급식소, 위험 급식소의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위생･안

점검 점수 중 공정관리 점수와 도마의 ATP 측정치는 유의한

전관리 체크리스트 점수와 ATP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를

(P<0.05)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위생점검 점수 중

Table 6에 제시하였다.

총점, 원료사용 및 공정관리와 조리종사자 손(씻기 전)의

위생점검 점수는 2년 연속 열매등급을 유지한 ‘우수’ 급식

ATP 측정치는 유의한(P<0.01)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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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s between the sanitary inspection scores and ATP values
Sanitary check scores
Facilities & environmental management
Personal hygiene management
Food materials management
Food processing management
Storage management
Total score
*

P<0.05,

**

Knife

Cutting board

−0.060
−0.098
−0.010
−0.208
0.000
−0.115

−0.070
−0.071
−0.096
*
−0.232
−0.187
−0.202

ATP values
Worker’s hands
(before washing)
0.000
−0.028
**
−0.304
−0.286**
−0.177
−0.302**

Worker’s hands
(after washing)
−0.051
−0.023
−0.062
−0.143
0.122
−0.094

P<0.01.

다. 이는 칼과 도마의 위생적 관리소독을 잘 수행한 어린이

따른 ATP 위생 적합판정 비율에서는 칼･도마･조리종사자

급식소가 미수행 급식소에 비해 도마의 ATP 적합 비율이

손 모든 항목에서 열매 급식소의 적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

높다고 보고(Moon, 2017)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관

나 씻기 전 조리종사자 손에서만 유의한(P<0.05) 차이를 보

리 항목에 칼과 도마의 위생적 관리소독 등이 포함된 것과

였다. 2년간 관리등급 변화에 따라 우수 급식소, 양호 급식

관련이 깊으며, Kim 등(2009)의 호텔 조리실에 대한 연구에

소, 주의 급식소, 위험 급식소의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위

서 위생실태 점수가 높을수록 작업자 손의 ATP값이 낮아져

생점검 점수와 ATP 측정치를 비교해본 결과, 2년 연속 열매

위생관리가 잘 된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어린

등급을 유지한 ‘우수’ 급식소의 위생점검 점수가 86.8±7.3

이급식소 조리종사자에게 수시로 손을 자주 씻어야 안전한

점/1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새싹등급에서 열매등급으로

수준으로 위생관리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조리실 내

상향된 ‘양호’ 급식소는 83.0±8.9점/100점, 열매등급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싹등급으로 하향된 ‘주의’ 급식소는 79.5±10.8점/100점,
2년 연속 새싹등급을 유지한 ‘위험’ 급식소는 73.7±8.3점

요

/100점으로 나타나 유의적인(P<0.001) 차이를 보였다. 그

약

러나 ATP 위생검사 결과에서는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
본 연구에서는 위생점검 점수와 ATP 위생검사를 통해 어린

지 않았으나 칼과 도마는 우수와 양호 급식소에서 주의와

이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어린이급식소의 위

위험 급식소에 비해 낮은 ATP값을 나타낸 반면, 조리종사

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경북 OO시어린이급식관

자 손에서는 오히려 우수 급식소가 가장 높은 ATP값을 보였

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급식소(규모 21~99인) 88개소

다. 본 연구는 급식공정 중 손으로 직접 작업하기보다는 장갑

를 대상으로 2020년 위생순회 방문 시 위생점검 점수를 작

을 조리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ATP 측정

성하고 칼, 도마, 조리종사자 손에 대해 ATP 위생검사를

대상에 장갑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제한점으로 여겨진다. 본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점검 점수는 전

조사를 통해 위생관리가 우수하여 열매등급으로 분류된 급

체 평균 총점이 79.0±10.1점/100점이었으며 5가지 영역에

식소는 적은 횟수의 순회방문 지도에도 위생점검 항목을 잘

서는 시설환경 89.9±10.8점, 개인위생 81.4±23.5점, 보관

수행하여 높은 위생점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시간

관리 80.0±17.7점, 공정관리 77.4±15.0점, 원료사용 72.7

ATP(간이오염도) 측정 결과에서는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

±26.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TP값의 전체 평균은 칼

이지 않았으나 조리종사자 손의 ATP값이 위험 급식소보다

2

2

23.5±94.3 RLU/cm , 도마 26.0±129.3 RLU/cm , 조리종

우수 급식소에서 높게 나타나 육안에 의한 위생점검 결과와

사자 손은 씻기 전 72.5±92.7 RLU/cm2, 씻은 후 11.6±

미생물 오염도 간에 부합되지 않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2

19.3 RLU/cm 로 조사되어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위생순

2
다. 칼과 도마(적합기준치 2 RLU/cm ), 조리종사자 손(적합

회 지도 시 위생점검과 함께 ATP 검사법을 병행하여 실시간

2

기준치 15 RLU/cm )의 적합기준치 대비 적합 비율은 칼

어린이급식소의 청결도를 판정하고 기준치 초과 시 현장에

44.3%, 도마 53.4%, 조리종사자 손 22.7%로 나타났다. 어

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통한 위생관리 지도가 이루어지는

린이급식소의 등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위생점검 점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리종사자의 위생의식을 제고하

열매 급식소(85.9±7.6점/100점)가 새싹 급식소(75.1±9.2

고 어린이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위생모니

점/100점)보다 유의하게(P<0.001) 높은 점수를 보여 순회

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어린이급식

방문 횟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소 위생관리가 잘 유지

관리지원센터에서는 위생순회 지도 시 위생점검과 함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에 따른 ATP 측정치는 칼

ATP 검사를 병행하여 어린이급식소의 식품위생관리 상태

과 도마는 새싹 급식소에서, 조리종사자 손은 열매 급식소에

를 판정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모니터링이 이루어지

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등급에

도록 해야 하겠다.

위생점검 점수와 ATP 검사를 이용한 어린이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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