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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in Hanam-si. In order to im-
prove job satisfaction, a survey was carried out by working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in children food-
service employees working at child daycare centers registered from January to April. Ninety-five surveys out 
of 120 were collected, and 76 surveys were analyzed. Job satisfaction consisted of four elements, working en-
vironment, welfare, human relationships, and job-itself, analyzed by general characteristics. Pearson’s correla-
tion was carried out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hange job by Likert 5 scales using SPSS sta-
tistic program. The percentages of child daycare centers owned by civilians was 52.6%, high school education 
level was 65.8%, permanent workers was 68.4%, and less than 1 year of foodservice was 34.2%. Average 
scores of job satisfaction were as follows: working environment scored 20.6 out of 25 points, welfare scored 
10.3 out of 15 points, human relationships scored 17.5 out of 20 points, and job-itself scored 13.2 out of 15 
points. The lowest job satisfaction average was ‘I get paid fairly regarding the working hours and the amount 
of work’ with a score of 3.6 points. Job satisfaction based on facility type, age, education level, and working 
period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whereas hired status, numbers of foodservice children, and in-
tention to change job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Hired statu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welfare 
satisfaction (P＜0.05). Numbers of childre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welfare and human relation-
ship satisfaction (P＜0.01, P＜0.05). Intention to change job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four ele-
ments of job satisfaction (P＜0.05, P＜0.01, P＜0.01). In conclusion,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f children 
foodservice employees,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satisfaction should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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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부부 중심 핵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영유아 시설(어린이집, 유치

원과 같은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이
하 생략)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Song & Kim 2009).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통

계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영유아 3,210,156명 중 

2,149,217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의 67%가 영유아 시설에 다니는 것을 

뜻한다. 또한 전국 어린이집의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이 제정된 1991년도 3,690개소에서 2014년도에는 

43,742개소로 23년 사이 약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들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점심식사와 오전ㆍ오

후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 어린이집 급식의 중요성

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Jung 2010). 그러나 Song의 

연구(Song & Kim 2010)에서는 실제 어린이집 및 유

치원 등의 어린이 급식소(이하 어린이 급식소) 시설 

운영자와 조리종사자의 급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Park의 연구(Park 등 2011)에
서는 일부 어린이집의 위생 관련 사건으로 인해 영

유아 시설의 급식과 관련한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고 제기하는 등 영유아 시설의 양적 증가에 따른 

어린이 급식의 질과 안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

기되고 있다. Oh의 연구(Oh 2008)에서는 어린이 급

식소 문제점에 대한 원인으로 급식소의 열악한 설

비, 급식 인력의 부족, 영양사의 부재 등을 지적하

였다. 실제로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한 어린이 급식소

의 영양사 배치기준은 영유아 100인 이상일 때 영

양사 1명 배치가 원칙이며, 1명의 영양사는 최대 5개
의 급식소를 공동관리할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어린이집 43,742개소 중 영양사는 926명으로 2.1%의 

어린이집만이 영양사를 통한 급식 관리를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 조리종사

자의 배치현황은 28,568명으로 전국 어린이집 수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조리종사자의 업무

는 급식기기를 이용한 식품 취급, 급식소 내ㆍ외부 

청소 및 소독, 개인위생 준수, 식재료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등으로 조리실 내에서의 급식관리를 

수행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그러므로 영유아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

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이 있는 조리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직

무만족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Jo 2013).
직무만족이란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 혹은 

직무의 수행결과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개인이 직무

를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

로부터 얻는 즐거움의 정도를 말한다(Locke 1976). Lee
의 연구(Lee 등 2007)에서는 조리종사자가 직무에 

만족할 때 학교급식의 생산성 및 질적 향상이 가능

한 것으로 보았고, Song의 연구(Song 등 2007)에서

는 조리종사자는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며, 이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인

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급식소에서의 생산성

은 조리종사자의 직무만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직무만족도는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리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정책과 환경은 빠르게 변

하고 있지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연구는 한정되

어 있다. 특히, 어린이 급식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

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급식소 조리종사자에 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Park 등 2009),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서 업

무를 수행하는 조리종사자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

소 조리종사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근무환경에 대

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적자원관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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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어린

이 급식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조리종사자의 직

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처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의 대상은 본 연구팀이 관할하는 하남시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2015년 등록되어 관리받고 

있는 어린이집 120개소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구를 실시하였다. 센터에 등록된 120개소 어린이집 

중 원장이 조리 업무를 겸업하는 20개소와 원장의 

친인척이 조리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5개소는 최

종적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95개
소 어린이집 중 76개소 조리종사자의 설문지를 회

수하였다(회수율 80%). 조사과정에서 영유아 80인 

초과 시설 10개소 중 1명의 조리종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4개소(40%)로 각 시설별 1명의 조리종사

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머지 6개소 어린

이집 중 3개소(30%)는 조리종사자가 2명 배치되어 있

지만 1명의 조리종사자는 조리사 면허증이 없거나 
4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는 단순 근로자였으므로 연

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표 조리종

사자에게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로 2인의 

조리종사자가 근무하는 나머지 3개소 어린이집은 

전체 76개소 중 3.9%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력이 오

래된 1인에게 대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어

린이집에서 조리종사자 1명씩이 응답하는 것으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연구기간은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로, 1월은 선

행연구논문(Go 2003; Lee 등 2007; Kang 2010)을 바

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2월은 어린이 급식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후 미흡한 부분을 수

정ㆍ보완하였다. 최종 완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3∼4월

에 어린이집 위생순회 방문 시 조리종사자를 대상으

로 조리종사자의 일반사항, 직무만족도에 관하여 조

사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의 연구윤리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다(연구윤리심의

번호1044396-201411-HR-037-01).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논문(Go 2003; Lee 
등 2007; Kang 2010)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목적 및 

조사 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조리종

사자의 일반사항으로 어린이집의 유형, 급식 인원, 
조리종사자 인원, 연령, 학력, 자격증 유무, 고용형

태, 급여, 근무경력, 근무시간, 이직 의사 및 이유 

등의 근무환경 관련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논문(Kang 2010)에 따르면 직무만족에 관한 요소 근

무조건과 근무환경 및 성장성(승진) 10문항, 대인관

계 및 의사소통 7문항, 직무자체 11문항, 총 28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예비조사

를 거쳤으며, 어린이집 조리종사자의 환경에 맞게 

직무만족에 관한 변인을 재설정하여,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 만족도 5문항, 근무복지 만족도 3문항, 대
인관계 만족도 4문항, 직무자체 만족도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조리종사자의 

동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

다’ 1점을 주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3. 통계분석 방법

조리종사자의 일반사항과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설문지는 SPSS(Version.19.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해

서는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였으며,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을 통해 각 변인들의 유의정도를 분석하였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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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N %

Type of facility

Public 7 9.2

Private 40 52.6

Home 29 38.2

Age of employee

30∼39 years old 8 10.5

40∼49 years old 23 30.3

50∼59 years old 31 40.8

60 years old or more 14 18.4

Level of education

Graduated Middle School 13 17.1

Graduated High School 50 65.8

Graduated University 13 17.1

Hired status

Permanent worker 52 68.4

Indefinite contract worker 8 10.5

Contract worker 12 15.8

Daily worker 4 5.3

Working period 

1 years or less 26 34.2

1∼3 years 22 28.9

3∼6 years 16 21.1

6∼10 years 7 9.2

10 years or more 5 6.6

Numbers of children

≤ 80 people 66 86.8

＞80 people 10 13.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6)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변인들 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r값으로 상관관계 값을 구

하여 각 요인 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해 보았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조리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조리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 어린이집은 38.2%, 시립 어린

이집은 9.2%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자의 연령대 비율

은 50대가 40.8%로 가장 높으며, 40대가 30.3%, 60세 
이상이 18.4%, 30대는 10.5%로 가장 낮았다. 최종학

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5.8%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

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은 각각 17.1%로 동일

하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68.4%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직 15.8%, 무기 계약직 10.5%, 일용직 

5.3%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으로는 1년 미만이 

34.2%로 가장 많았고, 1∼3년 미만이 28.9%, 3∼6년 

미만이 21.1%, 6∼10년 미만이 9.2%, 10년 이상은 

6.6%로 경력에 따라 순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 급식 인원이 80인 이하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는 86.8%, 80인 

초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는 13.2%로 

조사되었다.

2. 항목별 직무만족도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근무환경, 근무

복지, 대인관계, 직무자체로 4가지 항목별로 구분하

여 평가하였다(Table 2).
근무환경 만족도에 대한 평가요소별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작업환경(기기설비, 온도, 조명)이 잘

되어 있다’는 4.28점, ‘조리종사자의 수는 급식인원 

및 업무량에 비해 적당하다’는 4.26점, ‘현재 근무 

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는 4.25점, ‘조리실의 규모가 

적당하고 동선이 효율적이다’는 4.18점, ‘근무시간과 

업무량에 대비해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3.6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복지 만족도 관련 평가요소별 점수 차이를 비

교한 결과, ‘고용의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3.79점, 
‘병가나 연차 등 휴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는 

3.41점, ‘휴식시간이나 공간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 

3.13점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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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Mean±SD1)

Working environment (25)2) The size of kitchen is acceptable, and routes are efficient. 4.18±0.81

Working environment (machines, temperature, lights) are well prepared. 4.28±0.76

There are enough cook regarding the number of customers and amount of work. 4.26±0.79

I am satisfied with my working hours. 4.25±0.77

I get paid fairly regarding the working hours and the amount of work. 3.63±1.09

Total 20.61±3.05

Welfare (15) Leave system, such as sick leave or annual leave, is well prepared. 3.41±1.28

There are enough place and time to rest. 3.13±1.10

Stabled employment is guaranteed. 3.79±1.10

Total 10.33±2.88

Human relationships (20)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 director is smooth. 4.39±0.63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with the nursing teacher is smooth. 4.39±0.57

I am satisfied with the way the director treat cook. 4.38±0.69

I am satisfied with the way the nursing teacher treat cook. 4.33±0.70

Total 17.50±2.38

Job-itself (15) I am satisfied with my job as a cook. 4.17±0.69

It is worth making food when other people enjoy it. 4.67±0.47

I can proudly announce that I am a cook. 4.41±0.72

Total 13.24±1.55

Total score of satisfaction (75) 61.63±8.47
1) 5-point Likert scale
2) Maximum score 

Table 2. Job satisfaction scores of children foodservice employees. (N=76)

대인관계 만족도 관련 평가요소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원장과 의사소통 및 관계가 원활하다.’
와 ‘보육교사와 의사소통 및 관계가 원활하다.’는 각

각 4.39점으로 동일하였고 ‘원장이 조리종사자를 대하

는 태도에 만족한다.’는 4.38점, ‘보육교사가 조리종사

자를 대하는 태도에 만족한다.’는 4.33점 순으로 나타

났다.
직무자체 만족도 관련 평가요소별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

게 먹어줄 때 보람을 느낀다.’는 4.67점, ‘나는 조리

사라는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

다.’는 4.41점, ‘나는 조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한

다.’는 4.17점으로 나타났다.

3. 조리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분석

조리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도의 

요소로 정한 근무환경, 근무복지, 대인관계, 직무자

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Table 3).
직무만족도에 대한 충족 문항은 총 75점이며, 동

의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문항, 근무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3문항,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4문항, 직무자체 

만족도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시설유형별 차이

시설유형별 차이에 따른 직무만족도 총 점수는 

가정 어린이집 64.4점, 시립 어린이집 60.4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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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Working 

environment
(25)1)

Welfare

(15)

Human 
relationships

(20)

Job-itself

(15)

Total

(75)

Type of children care 
facilities

Public 7 19.71±3.042) 10.43±2.76 16.29±2.56 14.00±1.00 60.43±7.46

Private 40 20.00±2.96 9.60±2.86 17.30±2.38 12.95±1.58 59.85±8.68

Home 29 21.66±2.97 11.31±2.73 18.07±2.27 13.46±1.55 64.38±7.90

P-value3) 0.097 0.121 0.054 0.082 0.165

Age of employee 30∼39 years old 8 20.00±2.39 10.00±1.51 17.75±1.91 13.25±1.17 61.00±5.26

40∼49 years old 23 20.48±3.30 10.00±2.70 17.17±2.62 13.13±1.42 60.78±8.46

50∼59 years old 31 21.03±3.14 10.77±3.49 18.03±2.42 13.42±1.77 63.26±9.74

60 years old or more 14 20.21±2.91 10.07±2.34 16.71±2.02 13.00±1.53 59.79±6.87

P-value3) 76 0.416 0.519 0.175 0.522 0.322

Level of education Graduated of Middle School 13 20.46±2.60 9.85±3.16 17.38±2.02 13.25±1.55 60.69±7.22

Graduated of High School 50 20.60±3.25 10.32±2.95 17.36±2.57 13.22±1.57 61.50±9.02

Graduated of University 13 20.77±2.86 10.85±2.41 18.15±1.95 13.31±1.60 63.08±7.80

P-value3) 0.785 0.346 0.364 0.881 0.445

Hired status Permanent worker 52 20.73±2.91 10.77±2.78a 17.58±2.21 13.39±1.48 62.40±8.06

Indefinite contract worker 8 19.50±3.63 8.63±2.88ab 15.75±2.71 12.38±1.85 56.25±9.77

Contract worker 12 20.50±3.26 10.50±2.94a 18.17±2.66 13.33±1.56 62.50±9.02

Daily worker 4 21.50±3.70 7.50±1.92b 18.00±2.31 12.75±1.71 59.75±8.42

P-value4) 0.232 0.044* 0.056 0.226 0.171

Working period 1 years or less 26 21.42±3.23 11.46±2.76 18.00±2.30 13.48±1.58 64.23±8.86

1∼3 years 22 20.73±3.24 10.23±2.93 17.36±2.59 12.82±1.84 61.14±9.44

3∼6 years 16 19.44±2.78 9.56±2.22 17.38±2.42 13.56±1.32 59.94±7.51

6∼10 years 7 20.29±2.36 8.86±2.55 16.71±2.56 13.29±1.11 59.14±3.98

10 years or more 5 20.00±2.45 9.40±4.39 17.00±1.73 12.80±1.10 59.20±8.70

P-value3) 0.195 0.064 0.291 0.334 0.234

Numbers of children ≤ 80 people 66 20.85±2.98 10.74±2.50 17.71±2.22 13.32±1.48 62.58±7.86

＞80 people 10 19.00±3.13  7.60±3.84 16.10±2.30 12.70±1.95 55.40±10.09

P-value5) 0.074 0.001** 0.045* 0.239 0.012*

Intention to change job Have considered 26 18.65±2.37 8.58±2.50 16.65±2.73 12.56±1.61 56.35±7.16

Never been considered 50 21.62±2.88 11.24±2.65 17.94±2.07 13.58±1.42 64.38±7.81

P-value5) 0.000*** 0.000*** 0.024* 0.006** 0.000***
1) Maximum score
2) Mean±SD
3) P-values by ANOVA test (*P＜0.05)
4)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a,b)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at *P＜0.05, **P＜0.01, ***P＜0.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P-values by independent t-test

Table 3. Job satisfaction scor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6)

어린이집 59.9점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근
무환경 만족도 점수는 25점 만점에 가정 어린이집 

21.7점, 민간 어린이집 20.0점, 시립 어린이집 19.7점, 
근무복지 만족도 점수는 15점 만점에 가정 어린이

집 11.3점, 시립 어린이집 10.4점, 민간 어린이집 9.6점
이었다. 대인관계 만족도 점수는 20점 만점에 가정 

어린이집 18.1점, 민간 어린이집 17.3점, 시립 어린이

집 16.3점이었으며, 직무자체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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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어린이집 14.0점, 가정 어린이집 13.5점, 민간 

어린이집 13.0점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각 요소들이 모두 시설유형에 따른 유의적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도 총 점수는 75점 만점에 

50대 63.3점, 30대 61.0점, 40대 60.8점, 60세 이상 

59.8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직무만족도 요소별로 점수를 비교한 결과, 근무환경 

만족도는 25점 만점에 50대 21.0점, 40대 20.5점, 60세 
이상 20.2점, 30대 20.0점, 근무복지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50대 10.8점, 60세 이상 10.1점, 30대와 40대
는 각각 10.0점이었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20점 만점

에 50대 18.0점, 30대 17.8점, 40대 17.2점, 60세 이상 

16.7점이었으며, 직무자체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50대 
13.4점, 30대 13.3점, 40대 13.1점, 60세 이상 13.0점
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

이 모두 연령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

3)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 총 점수는 75점 만

점에 대졸 63.1점, 고졸 61.5점, 중졸 60.7점 순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요소별로 점수를 비교한 결과, 근무환경 만족도는 

25점 만점에 대졸 20.8점, 고졸 20.6점, 중졸 20.5점, 
근무복지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대졸 10.9점, 고졸 

10.3점, 중졸 9.9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20점 만점에 대졸 18.2점, 중졸 17.4점, 고졸 17.4점
이었으며, 직무자체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대졸 13.3점, 
중졸 13.3점, 고졸 13.2점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이 모두 최종학력에 따른 유

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고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도 총 점수는 75점 만

점에 계약직 62.5점, 정규직 62.4점, 일용직 59.8점, 
무기계약직 56.3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요소별로 점수를 비교한 결과, 
근무환경 만족도는 25점 만점에 일용직 21.5점, 정규

직 20.7점, 계약직 20.5점, 무기계약직 19.5점이었으

며, 근무복지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정규직 10.8점, 
계약직 10.5점, 무기계약직 8.6점, 일용직 7.5점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대인관계 만족도는 20점 만점에 계약직 18.2점, 

일용직 18.0점, 정규직 17.6점, 무기계약직 15.8점이

었고, 직무자체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정규직 13.4점, 
계약직 13.3점, 일용직 12.8점, 무기계약직 12.4점으

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 총 점수는 75점 만

점에 1년 미만 64.2점, 1∼3년 61.1점, 3∼6년 59.9점, 
6∼10년 59.1점, 10년 이상은 59.2점 순으로 나타났

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근무환경 만

족도는 25점 만점에 1년 미만 21.4점, 1∼3년 20.7점, 
6∼10년 20.3점, 10년 이상 20.0점, 3∼6점 19.4점 순

으로 나타났으며, 근무복지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1년 
미만 11.5점, 1∼3년 10.2점, 3∼6년 9.6점, 10년 이상 

9.4점, 6∼10년 8.9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

족도는 20점 만점에 1년 미만 18.0점, 3∼6년 17.4점, 
1∼3년 17.4점, 10년 이상 17.0점, 6∼10년 16.7점이

었으며, 직무자체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3∼6년 
13.6점, 1년 미만 13.5점, 6∼10년 13.3점, 1∼3년 

12.8점, 10년 이상 12.8점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이 모두 근무경력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 급식인원에 따른 차이

급식인원에 따른 직무만족도 총 점수는 75점 만

점에 급식인원이 80인 이하일 경우 62.6점, 80인 초

과일 경우 55.4점으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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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atisfaction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b-itself
satisfaction

Welfare
satisfaction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Intention to 
change job 

Total satisfaction 1 0.850 0.831 0.850 0.903 0.453***

Human relationship satisfaction 1 0.746 0.557 0.695 0.258*

Job-itself satisfaction 1 0.598 0.664 0.312**

Welfare satisfaction 1 0.695 0.441***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1 0.465***

Intention to change job 1

Pearson’s correlation by P＜0.001
*P＜0.05, **P＜0.01, ***P＜0.001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factors.

(P＜0.05). 근무환경 만족도는 25점 만점에 80인 이

하는 20.9점, 80인 초과는 19.0점으로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으며, 근무복지 만족도 점수는 15점 만점에 

급식인원이 80인 이하일 경우 10.7점, 80인 초과일 

경우 7.6점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0.01). 대인관계 만족도 점수는 20점 만점에 급

식인원이 80인 이하일 경우 17.7점, 80인 초과일 경

우 16.1점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P＜0.05), 직무자체 만족도 점수는 15점 
만점에 80인 이하는 13.3점, 80인 초과는 12.7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 이직 고려 여부에 따른 차이

이직 고려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 총 점수는 75점 
만점에 이직을 고려한 적이 없는 경우 64.4점, 이직

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 56.4점으로 유의적 차이

가 나타났다(P＜0.001). 직무만족도 요소별로 점수를 

비교한 결과, 근무환경 만족도는 25점 만점에 이직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21.6점, 이직을 고려한 경우 

18.7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근

무복지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이직을 고려하지 않

은 경우 11.2점, 이직을 고려한 경우 8.6점으로 유의

적인 결과가 나타났다(P＜0.001). 대인관계 만족도는 

20점 만점에 이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17.9점, 이
직을 고려한 경우 16.7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났으며(P＜0.05), 직무자체 만족도는 15점 만점에 이

직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13.6점, 이직을 고려한 경

우 12.6점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결과가 관찰되었다

(P＜0.01). 

4. 직무만족도 요인에 따른 상관관계 분석

직무만족도를 구성하는 각 요인과 이직 고려 여

부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각 항목

간 관련 정도를 Table 4로 제시하였다. 상관관계 분

석을 위해 Pearson의 r값을 측정한 결과, 직무만족도

는 대인관계의 만족도,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 근
무복지에 대한 만족도,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모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여(P＜0.001). 
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전반에 대

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직무만

족도 총점과 이직 고려 여부의 상관관계는 유의적

인 상관관계(r=0.453, P＜0.001)를 형성하여 직무만족

도가 낮을수록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만족도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근무복지 만족도(r=0.441, P＜0.001)와 

근무환경 만족도(r=0.465, P＜0.001)는 이직 고려 여

부와 가장 유의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r=0.312, P＜0.01)와 

대인관계 만족도(r=0.258, P＜0.05)도 이직 고려 여부

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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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tention to change job. Figure 2. Reason for job change.

5. 이직을 고려한 여부 및 그 이유

어린이집 조리종사자에게 기회가 생기면 이직을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예’는 34.2%, ‘아니오’는 

65.8%가 답하였다(Fig. 1). 
이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조리종사자

에게 이직을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물어

본 결과, ‘급여가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5.4%
로 가장 높았고, ‘기타’ 15.4%, ‘고용의 안정성이 없

어서’ 11.5%. 작업환경(시설, 설비)이 열악해서’ 7.6% 
순으로 나타났다(Fig. 2).

고 찰

본 연구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

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사항

과 직무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어린이집 유형, 
연령, 자격증 유무 등에 대한 일반사항과 조리종사

자의 근무환경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직무자체 

만족도 등의 직무만족도 요인을 구성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되어 관리

받는 어린이집 76개소의 조리종사자가 연구에 참여

했으며, 어린이집 유형별 참여 정도는 민간 어린이

집이 40개소가 참여해 참여율 52.6%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린이 급식소 조리종사자의 연령

대별 비율은 30대 10.5%, 40대 30.3%, 50대 40.8%, 
60대 이상이 18.4%로 조사되어 과반수 이상의 조리

종사자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5.8%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1년 미만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는 Park 등(2011)의 서울시 소재 어린이 급식

소의 종사자에 대한 연구에서 전체 조리종사자 중 

40세 미만이 10%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40대가 50%, 50대 이상이 40%를 차지하였고 반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Jeong(2011), Kang(201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

분의 조리종사자가 50세 미만으로 나타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학교급식에서는 영양사의 관리감독 하에 매우 

체계적인 형태로 대량의 조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는 조리하는 양과 육체

노동의 강도가 학교급식에 비해 비교적 적기 때문

에 50대 이상의 연령이 근무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근무경력은 1년 미만이 

34.2%로 가장 높았으나, 위의 선행연구에서는 조리

원의 근무경력이 1∼3년, 3∼5년, 5년 이상이 각각 

28.7%이며, 1년 미만이 13.9%로 본 연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조리경력을 어린

이집에서의 근무경력으로 제한하여 조사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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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전체 조리업무의 경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조리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15문항

이며, 75점 중 61.6점으로 나타났다. 15문항에서 가

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문항은 직무자체 만족도 

중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어줄 

때 보람을 느낀다’로 4.7점이다. 충청도와 광주광역

시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Nam(2005)의 

연구에서도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4.3점으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리종사자 대부분이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근무시간과 업무량에 대비해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 3.6점, ‘병가나 연차 등 

휴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 3.4점, ‘휴식시간이나 

공간이 잘 구비되어 있다’ 3.1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Heu의 연구(Heu 등 2012)에서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가 대인관계 및 직무자체에 대해서는 만

족도가 높았지만, 급여에 대해서는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리종사자가 제공하는 노동

력에 비해 자신의 급여 및 복지 수준에 대해 만족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다(Kang 20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5)
의 어린이집 조리종사자의 채용 기준을 보면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종사자 1인을 고용하며, 영유아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조리종사자 1인을 추가 채용할 수 있다. 또

한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조리종

사자의 경우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배치기준으로 80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종사

자 1명만을 고용하므로, 조리종사자가 근무시간과 

업무량에 대비한 급여가 낮다고 생각하며, 대체인력 

부족으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8시간 미만 계약직으로 고용된 조

리종사자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여 휴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80인 초과 

시설 10개소 중 조리원 1명만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이 4개소(40%)를 차지하여 조리종사자 모두를 조사 

인원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인

원의 경우 영유아 외 모든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원
장, 조리원)을 포함해야 하지만 보육사업의 조리원 

배치기준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 추후 어린이집 조

리종사자의 채용기준이 보육교직원을 포함하여 보

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근

무환경, 복지제도, 대인관계, 직무자체 만족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며, 이직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은 급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여

가 낮을수록, 시설장이나 보육교직원과의 관계, 사

회적 인정에서 좋지 못할수록 이직 의도가 높게 나

타나고, Cho(2010)와 Lee(2013)의 보육교사 이직의도

에 관한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조리종사자의 급여제도 개선, 대
체 인력 구비를 통한 휴가제도 보장, 휴식시간 및 

공간 보장은 이직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어린이집 근무 조리종사자의 이직에 관련된 연구 

결과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본 연구도 하남시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일부 어린이집에 국한된 

결과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어린이 급식소 조리종

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리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이직률을 

낮추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의 건강 도

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어린이 급식소의 순회방문 시 원장과 조리종사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조리종사자 대상의 다양한 

집합교육을 통해 조리종사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함

으로써 직무자체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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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근무환경에 맞게 설정한 변인과 조리종사자의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

여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76개소

의 어린이 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의 일반

적 특성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민간이 52.6%, 
연령은 50대가 40.8%, 최종학력은 고졸이 65.8%,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68.4%, 근무경력은 1년 미

만이 34.2%로 가장 많았다. 
2.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항목별 점수는 

근무환경 만족도는 20.6점(25점 만점), 근무복지 

만족도는 10.3점(15점 만점), 대인관계 만족도는 

17.5점(20점 만점), 직무자체 만족도는 13.2점 

(1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요소별 각 문항의 점

수를 비교했을 때 근무환경에서 ‘근무시간과 업

무량에 대비해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다.’가 3.6점
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점수가 낮았으며 이를 제

외한 나머지 요소별(근무복지, 대인관계, 직무자

체)의 만족도 점수는 평균 4점대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리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시설유형,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고용형태, 급식인원, 
이직 고려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요소별로 살펴본 결과, 고용형태에서

는 근무복지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

며(P＜0.05), 급식인원에서는 근무복지 만족도 
(P＜0.01)와 대인관계 만족도(P＜0.05)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이직 여부를 고려한 

경우에는 모든 직무만족 요소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그 중 근무환경 만족도(P＜0.001) 및 근

무복지 만족도(P＜0.001)가 대인관계 만족도(P＜ 

0.05) 및 직무자체 만족도(P＜0.05)보다 더 큰 유

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4. 직무만족도와 직무만족 요소별(근무환경, 근무복

지, 대인관계, 직무자체) 만족도와는 서로 양의 상

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요

소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리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다른 요인들에 비해 급

여 및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리종사자가 이직을 고려하는 데 있어 큰 요

인으로 작용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이 마련되어야 급식업무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업무량에 대비해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고 부득이한 상황(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등)
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인력풀을 제공하

여 조리종사자에게는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

린이 급식소에는 급식 공백을 줄여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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