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J Korean Diet Assoc 24(3):261-274, 2018

https://doi.org/10.14373/JKDA.2018.24.3.261

Original Article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접수일 : 2018년 7월 5일, 수정일 : 2018년 7월 23일, 채택일 : 2018년 7월 25일
† Corresponding author : Hae-Young Lee,  Department  Food & Nutrition, Sangji University, Sangjidae-gil 83, Wonju 26339, Korea

Tel : 82-33-730-0492, Fax : 82-33-738-8039, E-mail : hy1317@sangji.ac.kr, ORCID : http://orcid.org/0000-0003-3309-1589

강원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따른 임금처우, 고용환경, 직무안정성 비교분석

안용선·최항석1·이해영2†

반곡중학교·1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2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Comparison of Wage Treatment, Employment Environment, and Job 
Stability before and after Conversion to Indefinite Contract Status for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in Gangwon Province

Yong-Sun An·Hang-Sok Choi1·Hae-Young Lee2†

Bangok Middle School, Wonju 26457, Korea
1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02748, Korea

2Dept. of Food & Nutrition, Sangji University, Wonju 26339,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wage treatment and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before and after conversion to indefinite contract status since September 2012 when the 

Ordinance on the Appointment of Education Officials (indefinite contract) under the Gangwon Provincial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as applied as well as to examine the effects of wage treatment and the employ-

ment environment on job stabilit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31 to April 10, 2017 

for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working at 97 schools in Gangwon province. A total of 477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47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Window Ver.18.0. The detail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age treatment (2.29 vs. 

3.16), employment environment (3.45 vs. 4.22) and job stability (1.88 vs. 2.35) revealed significantly positive 

perceptions after conversion to indefinite contract status compared to before conversion. Second, after analyz-

ing leading factors influencing job stability, it was revealed that wage treatment (before: βâ = 0.516, P＜0.05; 

after: βâ=0.465, P＜0.05) had a positive (+) effect on job stability, whereas employment environment did not 

affect job stability. In conclusion, in the context that most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are contract employ-

e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changes in the employment polici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education office were confirmed to have effects on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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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81년 성장기 아동의 건

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아동 상호간의 협동정신 

함양과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으로 ‘학교급식법’(법률 3,356호)의 공포ㆍ시행을 통

해 제도화되었다. 그 이후 1997년에는 초등학교의 

급식 의무화 사업 추진으로 대상 학교의 범위를 확

대하고 이와 함께 조리인력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03년에는 중ㆍ고등학교까지 전면 급식 실

시를 시행함에 따라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가 이루

어졌고(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7) 

이로 인하여 조리종사원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역

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오늘날 조리

종사원은 학교급식이 확대되고 조리종사원들의 수 

또한 증가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바람직하지 못한 실정이

었다(Park & Jung 2015). 또한 이들은 학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채용한 인력으로 상시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한 법

률적 규정 없이 관리되어 왔다. 이에 고용에 대한 

불안과 낮은 소속감은 업무 수행에 수동적인 경향

을 나타내고(Lee 등 2014) 결국 직무만족을 감소시

켜 학교급식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요

소로 작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으로써, 이

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Shin & 

Nam 2006; Yang 2014).

2016년 학교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Ministry of 

Education 2017)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61,625명 중 정규

직 신분은 4.3%(2,649명), 비정규직 신분은 95.7% 

(58,976명)로 비정규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4.1%, 2013년 4.0%, 2014년 

4.1%, 2015년 3.8%로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3; Ministry of Education 

2014; Ministry of Education 2015; Ministry of Education 

2016). 이와 같이 비정규직의 규모 확산은 정규직과 

비교해볼 때 고용안정, 근로조건 등이 상당히 열악

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정규직

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갈

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Lee 2014). 또한 비정규직

임을 이유로 고용불안정 등 각종 차별적 처우 문제

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가 1997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직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에 대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비정

규직 보호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

다. 이어서 2012년 1월에는 지방자체단체를 중심으

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하려는 노력도 

본격화 되었다(Seol 2014).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이어 2012년 

4월 51개 직종의 계약직 직원을 소위 민간인 정규

직이라고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고용

정책이 마련되어 고용불안 해소 및 심적 고통을 감

소시켰고(Yoon 2013), 그 해 9월 1일자로 ‘강원도교

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였다. 그리하여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은 그동안 

학교장 고용채용체제로 학교에 따라 여려 편차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교육감 직접채용으로 신분이 전환

됨으로써 근무지 학교의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으

로 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특히, 임용권 전

환은 조직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선 부분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종전의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 계약직

직원)이라고 불리던 명칭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보

다는 고용형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 제기

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 

직원을 통합하여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변경하여 

구성원 간의 사기진작 및 조직 결속 강화에 기여하

였다. 2016년 3월에는 동일 기관 장기 근무자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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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보를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리종사원의 근무능률 향상 및 근무의욕 고취를 

꾀하고자 학교 간 인사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직무만족은 학생의 급식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시 학생의 급식

만족이 조리종사원의 업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기에(Heu 등 2012)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 직무 및 근로에 대해 느끼

는 긍정적인 감정은 조직관리에서 중요도가 높지만, 

비정규직 대책 시행안에 따른 조리종사원 근무조건 

개선 효과의 연구(Lee 등 2005)에서도 처우개선 시

행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무기

계약직 전환 정책 도입이 임금처우, 고용환경 및 직

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무기계약

직 전환 정책 도입 전ㆍ후 시점에서 임금처우, 고용

환경 및 직무안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강원지역에 소재하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ㆍ

중ㆍ고등학교 637개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임의표본

추출방식으로 총 97개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조리종사원 모두를 조사대상

으로 하여 총 477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조사

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각 학교로 직접 전달

하거나 우편 발송,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

하였고, 회수 시에는 설문응답의 비밀 보장을 위해 

조사대상자 본인이 반송 봉투에 설문지를 넣고 직

접 밀봉하여 직접 혹은 우편 발송 방법으로 회수하

였다. 

예비 조사는 2016년 12월 1일에 조리종사원 20명

(여성 100%)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

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본 조사 기

간은 2017년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였으며, 총 

47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472부의 설문지를 회

수하였다(회수율 99.0%). 그중 부실 기재된 2부를 제

외하고 총 470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분석률 98.5%).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상

지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

하였다(1040782-170222-HR-01-11).

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

(Lee 등 2007; Ham & Lee 2008; Kang 2010; Lee 등 

2011; Kim 2012; Baek 2013; Yoon 2013)를 참고하여 

임금처우에 대한 5개 문항, 고용환경에 대한 5개 문

항, 직무안정성에 대한 3개 문항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대한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임금처

우, 고용환경, 직무안정성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전 시점에서의 인식과 무기계약 전환 후 시점

에서의 인식을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임

금처우, 고용환경, 직무안정성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

며, 일반사항 중 연령, 조리종사원 수, 1일 중식 식

수는 자유기술식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5개 문항은 

명목형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임금처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Ju 

(2007)는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있거나 같을 수 있지

만 직무의 특성이 직무담당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

는 정도를 임금만족이라 정의하였다. Adams(1965)는 

자신이 타인에 비해 얼마나 공정하게 또는 균형있

는 대우를 받느냐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



264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의 투입과 산출을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공정하

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공평한 임금제도라고 정의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처우를 학교급식 조

리종사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ㆍ봉급, 복리후

생 및 휴가 등의 금전적 대우로 정의하였다.

2) 고용환경

Ashford 등(1989)은 근로자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의 법과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해

고되지 않고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

각하는 정도를 고용에 대한 보장성이라고 정의하였

고, Ahn(2014)은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자신이 원하

는 직무상황을 유지함에 있어서 자신의 고용에 있

어서 느끼는 위협과 그 위협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와 직무상실에 대한 불안

감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환경을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 소속된 조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조직구성원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로 정의하였다.

3) 직무안정성

Maslow(1943)는 작업환경의 안정성, 인플레이션에 

따른 적절한 임금인상, 후생복리제도가 제공되는 직

무가 안정적 직무라고 간주하였고, Herzberg(1959)는 

동일한 회사나 직종 내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보장

하는 작업 현장의 직무 특성을 직무안정성이라 정

의하였다. Super(1970)는 안정성은 인간의 가장 지배

적인 욕구 중의 하나이고, 일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로, 안정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는 개인차

가 있으나 직무안정의 주된 요소는 안정적 직장이라

고 하였다. Borgatta & Evans(1967)는 일을 하기가 쉽

고 즐거운 것이며, 가족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여 주

고, 충분한 안락과 여가를 제공하여 주는 것을 안정

적인 직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안정성을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 근로 제공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보

호받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고용이 보장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4. 연구 가설

1) 임금처우, 고용환경, 직무안정성에 대한 무기계

약직 전환 정책 전ㆍ후 차이에 대한 가설

Choi(2012)는 조리종사원의 보수체계는 공무원 보

수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단일급 체계가 유지

되기 때문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공무원과의 보수격

차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정규직 공무원과는 달리 

일부 수당과 직무 관련 수당(자격수당 등)이 마련되

어 있지 않으며, 학교수 및 학급수 감축 등으로 인

한 해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관리상 문제점 해결은 

조리종사원의 관리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는 임용 

조례 제정이라 할 것이다. 고용불안 해소 등 안정적

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

하여야 하며, 만족도가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

강도에 맞는 급여 책정과 적절한 성과급 지급 등 

안정적인 고용형태 및 승진을 위한 직제개편과 같

은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채용에서 퇴직까

지 인사관리를 체계화하여 구체적으로 고용을 연장

하고 고용기간 동안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전환배치

나 재계약 시에 그에 상응하는 정규직으로 전환 혹

은 임금인상, 핵심 업무로의 전환 등 조리종사원의 사

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Yang(2014)은 

조리종사원의 낮은 임금과 신분이 불안정한 일용직 

고용형태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에 대

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

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무

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처우, 고용환경, 직무안정

성의 효과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임금처우, 고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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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직무안정성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전ㆍ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임금처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전ㆍ후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고용환경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전ㆍ후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직무안정성은 

무기계약 전환 정책 전ㆍ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임금처우 및 고용환경이 직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Kim(2012)은 종사원에게 보상은 그 자체가 조직 

구성원의 만족과 몰입을 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종사원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이 주

어질 때 이에 상응하여 자신의 일에 몰두하게 되고, 

종사원이 보상에 대해 공정성을 느끼는 것은 자신

의 투입과 산출을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판단한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노동의 

유연성은 노동력의 수요를 담당하는 기업의 관점에

서 보면, 노동을 수량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

력이다. 구조조정, 다양한 형태의 고용조정, 법적ㆍ

제도적 고용안정장치의 변화 등이 발생할 때 종사

원들의 입장에서는 직무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Ahn 2014). 고용환경의 변화는 종

사자에게 기존 조직과 고용관계의 변화가 있음을 

예견하게 하고 이는 직무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시

킴으로써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종사원이 

고용환경 변화를 높게 인식할수록 직무에 대한 무

력감이 증가하고 현실을 강하게 인정하게 된다

(Ashford 등 1989; King 2000; Park 2001).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임금처우, 고용환경이 직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임금처우 및

고용환경은 직무안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무기계약직 전환 전 학교급식 조리종

사원의 임금처우는 직무안정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무기계약직 전환 전 학교급식 조리종

사원의 고용환경은 직무안정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무기계약직 전환 후 학교급식 조리종

사원의 임금처우는 직무안정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무기계약직 전환 후 학교급식 조리종

사원의 고용환경은 직무안정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자료의 분석은 SPSS(v. 24.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 및 측정변수에 대한 지각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평가도구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추출

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하였고, 요인 회전은 Varimax법을 이용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이 1 이상이고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분석대상이 

된 모든 변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제거되는 

문항 없이 모든 문항이 사용되었다. Hair 등(1998)을 

비롯한 기존 연구에서 요인분석의 요인적재치가 0.3 

이상이면 최소한의 수준이며, 0.5 이상으로 나타나면 

실질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변수의 전ㆍ후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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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70)

Items N
Percentage

(%)

Personal 
characteristics

Gender 

  Female 470 100.0

  Male 0   0.0

Age

  30’s 11   2.3

  40’s 188  40.0

  50’s 262  55.7

  60’s 7   1.5

  No response 2   0.4

  Mean±SD (years) 50.3±5.0

Job position

  Cook 93  19.8

  Cook assistant (full time) 351  74.7

  Cook assistant (part time) 25   5.3

  No response 1  0.2

Career

  ＜5 years  77  16.4

  5 years ≤ and ＜10 years 140  29.8

  10 years ≤ and ＜15 years 149  31.7

  15 years ≤ 104  22.1

Foodservic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258  54.9

  Middle school 102  21.7

  High school 104  22.1

  Special school 4   0.9

  Independent kindergarten 2   0.4

Mealtime

  Lunch 375  79.8

  LunchㆍDinner 46   9.8

  BreakfastㆍLunchㆍDinner 49  10.4

No. of foodservice employee 

  ＜5 102  21.7

  5≤ and ＜9 172  36.6

  9≤ 196  41.7

  Mean±SD (persons) 7.1±2.8

No. of meals at lunch time

  ≤500 150  31.9

  501≤ and ≤1,000 191  40.6

  1,001≤ 128  27.2

  No response 1   0.2

  Mean±SD (meals) 719.7±394.4

Total 470 100.0

임금처우 및 고용환경이 직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으며, 유의적인 

상관성이 나타난 변수를 대상으로 하여 다중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 조리종사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본 연구의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40대 188명

(40.0%), 50대 262명(55.7%)이고, 평균 50.3세로 40∼50대

가 주를 이루었으며, 직위는 조리사 93명(19.8.%), 전일

제 조리종사원 351명(74.7%), 반일제 조리종사원 25명

(5.3%)이었다. 근무기간은 10년 이상∼15년 미만 149명

(31.7%), 5년 이상∼10년 미만 140명(29.8%), 15년 이상 

104명(22.1%), 5년 미만 77명(16.4%) 순이었다. 

조사대상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58명

(54.9%), 고등학교 104명(22.1%), 중학교 102명(21.7%), 

특수학교 4명(0.9%), 단설유치원 2명(0.4%) 순이었고, 

급식제공 시기는 중식만 제공하는 경우 375명(79.8%),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는 경우 46명(9.8%), 조ㆍ중ㆍ

석식 3끼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49명(10.4%)으로 조

사되었다. 조리종사원 인원은 학교당 평균 7.1명이었

고,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급식인원은 평균 719.7명

이었으며, 500명 이하인 경우 150명(31.9%), 501∼

1,000명 이하인 경우 191명(40.6%), 1,001명 이상인 

경우 128명(27.2%)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측정변수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3개 변수 3개의 요인으

로 도출되었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요인 1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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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results of a survey questionnaire.

Variables

Wage 
treatment

Employment 
environment

Job stability

Factor loading

Various allowances are appropriate 0.864 　 　

Welfare benefits are appropriate 0.847 　 　

Wages are paid considering the years of service 0.773 　 　

Wage is appropriate 0.730 　 　

Annual leave, sick leave, early leave and vacations are freely available 0.564 　 　

I work with a sense of ownership 　 0.765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a nutrition teacher (or dietitian) 　 0.752 　

My employment status is stable 　 0.695 　

I get proper treatment from colleagues in the school foodservice 　 0.678 　

I think that it’s a lifelong career to work as a school cook 　 0.664 　

I can prevent occurrence of negative things such as salary cuts and demotion 　 　 0.890

I have enough power to control things that affect the work environment, such as promotion 
opportunities and wage increases

　 　 0.859

I think that my workplace(school,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will have full control over what 
happens to me

　 　 0.741

Eigen value 4.380 2.270 1.347

Variance %1) 23.068 20.624 17.818

Cronbach’s α 0.829 0.757 0.821
1) Total variance %: 61.511

금처우’, 요인 2는 ‘고용환경’, 요인 3은 ‘직무안정

성’으로 명명하였다. 임금처우와 고용환경, 직무안정

성에 대한 아이겐 값(Eigen value)은 모두 1보다 큰 

값으로 추정되었고, 임금처우, 고용환경, 직무안정성

의 설명력은 각각 23.068%, 20.624%, 17.818%였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61.511%로 분석되었다. 

3가지 요인인 임금처우, 고용환경, 직무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임금처우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0.829, 고용환경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0.757, 직무안정성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0.821로 Nunnelly(1978)가 제시한 최저 허용치 0.6 이

상에 해당되었기에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

단하였다.

3. 가설 1 검증 :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전ㆍ후 

간의 차이 검증

임금처우, 고용환경, 직무안정성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정책 실시 전ㆍ후의 

3가지 요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임금처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전에 평

균 2.29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 실시 후

에는 평균 3.16점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P＜0.001), 이런 현상은 임금처우 요인에 포함되는 

5개 문항 모두에서도 나타났다(P＜0.001). 무기계약

직 전환 정책 실시 후 근속연수를 고려한 임금 지

급에 대한 인식이 3.56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복리

후생 혜택에 대해서는 2.96점의 값을 보여 다른 문

항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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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wage treatment, employment environment and job stability before and after conversion to indefinite contract 
status.

Items
The policy of conversion to indefinite contract status

Before After t-value

Wage treatment

  Various allowances are appropriate 2.21±1.001) 3.11±0.98 –15.624***

  Welfare benefits are appropriate 2.22±1.01 2.96±0.97 –13.071***

  Wages are paid considering the years of service 2.45±1.19 3.56±0.97 –15.583***

  Wage is appropriate 2.31±0.99 3.08±0.95 –14.455***

  Annual leave, sick leave, early leave and vacations are freely available 2.21±1.10 3.11±1.12 –14.161***

Subtotal 2.29±0.89 3.16±0.77 –17.824***

Employment environment

  I work with a sense of ownership 3.85±0.99 4.43±0.68 –10.985***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a nutrition teacher (or dietitian) 3.97±0.90 4.27±0.77 –6.554***

  My employment status is stable 2.68±1.22 4.20±0.73 –20.407***

  I get proper treatment from colleagues in the school foodservice 3.72±0.93 4.18±0.66 –9.776***

  I think that it’s a lifelong career to work as a school cook 3.06±1.21 3.98±0.91 –13.775***

Subtotal 3.45±0.78 4.22±0.55 –17.049***

Job stability

  I can prevent occurrence of negative things such as salary cuts and demotion 1.80±0.96 2.28±1.16 –9.647***

  I have enough power to control things that affect the work environment, 
such as promotion opportunities and wage increases

1.77±0.91 2.14±1.05 –8.659***

  I think that my workplace(school,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will have full 
control over what happens to me

2.06±0.98 2.59±1.07 –10.968***

Subtotal 1.88±0.82 2.35±0.94 –11.694***
1) Mean±SD, Likert-type 5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so-so, 4=agree, 5=strongly agree
***P＜.001 

고용환경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전에는 

평균 3.45점이었는데, 고용상태의 안정성은 2.68점으

로 낮은 수준인 반면, 영양(교)사와의 관계(3.97점)나 

동료 조리종사원의 대우(3.72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태도(3.85점)에서는 다른 고용환경 변수에 비

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이후

의 고용환경은 평균 4.22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

고, 고용환경의 평균값뿐만 아니라 5개 변수 모두 

유의적인 증가(P＜0.001)를 보여 정책의 긍정적인 효

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직무안정성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전에

는 평균 1.88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정책 실시 

이후에는 평균 2.35점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

나(P＜0.001), 여전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자신

의 승진기회, 임금인상 등과 같이 업무환경에 영향

을 주는 것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는 인식이 정책 이후에도 평균 2.14점 수준을 보여 

직무안정성 변수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

설 1-3은 채택되었다. 가설 1-1, 1-2, 1-3의 검증결과

를 종합한 결과 가설 1은 채택되었다.

4. 가설 2 검증 : 임금처우, 고용환경이 직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1)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전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전 시점에서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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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wage treatment and employment environment on job stability.

The policy of conversion 
to indefinite contract status

Independent variable1) B S.E. β t-value

Before Constant 0.581 0.168  3.464**

Wage treatment 0.480 0.047 0.516 10.290***

Employment environment 0.065 0.055 0.060  1.190

 R2=0.302, adjusted R2=0.299, F=82.707***

After Constant 0.325 0.316  1.030

Wage treatment 0.559 0.053 0.465 10.617*** 

Employment environment 0.054 0.075 0.031  0.711

 R2=0.225, adjusted R2=0.222, F=64.035***
 1) dependent variable: job stability

**P＜.01, ***P＜.0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wage treatment, employment environment and job stability.

The policy of conversion 
to indefinite contract status

Factors Wage treatment
Employment 
environment

Job stability

Before Wage treatment 1.000 0.522*** 0.547***

Employment environment 1.000 0.330***

Job stability 1.000

After Wage treatment 1.000 0.287*** 0.474***

Employment environment 1.000 0.164**

Job stability 1.000

**P＜.01, ***P＜.001 

처우, 고용환경, 직무안정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직무안정성은 임금처우(P＜0.001)와 고용환경(P＜0.001) 

모두와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안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Table 5), 회귀모형의 

설명력(adjusted R2)은 29.9%였다(F=82.707, P＜0.001).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전 시점에서 임금처

우(β=0.516, P＜0.001)는 직무안정성에 유의적인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환경은 

직무안정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

서 가설 2-1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2)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후 시점에서 3가지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

석을 실시한 결과(Table 4), 직무안정성은 임금처우

(P＜0.001)와 고용환경(P＜0.01) 모두와 유의적인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후의 직무안정성을 종속변수, 임금처우와 고

용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 회귀모형의 설명력(adjusted R2)은 22.2%였

다(F=64.035, P＜0.001).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후 시점에서 직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금처우(β=0.465, P＜0.001)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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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무안정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3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2-4는 기각되

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를 종합해볼 때 가설 2는 부

분채택되었다.

고 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의 

실시 전ㆍ후의 임금처우를 비교한 결과, 정책 실시 

전에는 조리종사자들이 임금처우에 대해 평균 2.29점 

수준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책 실시 후에

는 평균 3.16점의 보통 이상 수준으로 다소 상승하

였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임금은 2003년까지 일

당제였다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초ㆍ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 발표에 의해 강원도교육청에서

는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연봉제

로 전환하였고, 2011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연봉기준액을 정하고 월별 보수 지급을 방학

기간을 포함한 12개월로 월별 균등 분할 지급하도

록 하였다. 2014년 교육부가 기존의 연봉체계의 일

급단가 및 연봉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보수표에 따라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

식으로 전환하였다(An 2017). 이러한 임금체계에 대

한 지속적인 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

리종사원들의 인식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Yoon(2013)의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신분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고

용 정책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라 임금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근

속연수를 고려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항목에서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장기근무가산금 인상에 있어 

2년마다 1만원을 지급받던 것이 정책 실시 후 1년

마다 2만원을 지급받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Seol(2014)의 연구에서는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 방

안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임금(보수)이며, 호봉제도

의 전환을 지지하는 검증결과를 보고하였다. 하지만 

임금처우에 해당하는 ‘복리후생 혜택이 적절하다’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승폭이 적었는데, 이는 

명절휴가보전금, 맞춤형복지비, 교통보조비, 자녀학

비수당, 가족수당, 정액 급식비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일부 수당지급 방법이 공무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며 자격수당에 대한 불만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형평성

을 고려한 수당지급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

다. Yang(2014)의 연구에서는 현행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체계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신규 임용한 자나 

경력자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연봉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각종 수당에 대한 현실화를 강

조하였다.

고용환경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전에 

평균 3.45점으로 임금처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

이었는데, 이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의 고용상태는 안정적이다’ 

문항이 평균 2.68점에서 평균 4.20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따른 효과가 가

장 크게 나타났기에 2004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

책으로 실시한 무기계약직 전환 방침의 긍정적인 

효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조리종사원의 

임용권을 개별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일원화함으

로써 근로환경의 통일성을 유지한 것이 고용불안 

해소 등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

과적이라는 것이 고용 당사자 입장에서 입증되었다

고 할 수 있다. Yang(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비정

규직의 임용권자로 95.4%의 응답이 교육감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비

정규직원의 채용ㆍ관리를 교육감이 하도록 조례나 

교육규칙 등 자치법규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근로환경의 통일성 유지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외의 평생직업, 주인의

식, 직장 내 상사인 영양(교)사 및 동료와의 관계에

서의 긍정적인 인식은 종사자의 내부적인 동기부여

에서 야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Yoon(2013)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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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강원지역 학교비정규직 근로자가 2012년 9월 

이전 시점에서 고용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68%로 조

사되었고, 2012년 9월 이후에는 고용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51%로 나타나 고용불안이 17% 정도 해소되

었음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장 내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음을 검증하였다.

직무안정성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전 평균 1.88점

에서 이후에는 평균 2.35점으로 유의적으로 증가되

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Nam & 

Ryu(2007)의 연구에서는 직무에 대한 안정감을 갖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일에 집중을 못하고 업무에 대

한 걱정으로 불면증, 우울증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되

어 결국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고 이직의도

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임금처우, 고용환경이 직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한 결과,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임금처우가 직무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고용환경은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임금처우가 

직무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am & Lee(2008)의 연구에서 최고경영자는 부하의 

과업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조직구성

원은 직무에 대한 안정성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고 

검증하였다. Choi(2012)의 학교비정규직원의 근로실

태 및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직무에 만

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임금부족(53.5%)이 가장 높

았고, 현재 업무에 대한 직무자체(14.9%), 근무환경 

(10.8%), 대인관계(9.0%), 고용불안정(6.8%) 순으로 

조사되었다. Jeon(2007)의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직

무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임금(보수)이 직무만족

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상

대적으로 임금(보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Im & Lee(2011)의 연구에서도 학교급식 조

리종사원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임금(보

수)영역으로 검증되었다. 즉, 조리종사원의 보수는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노

동력 제공의 대가이며 동시에 생계의 수단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직무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시대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변함없는 사실임이 이전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동일

한 패턴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지리적 범위 및 조사대상

이 강원도에 국한되었기에,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에 차이가 있음

을 고려한다면, 강원도교육청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한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의 도입 전과 후 시점에서의 임금처우, 고용환

경, 직무안정성을 비교하였는데, ‘도입 전’ 시점에서

의 측정변수에 대한 인식수준을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정확성 측면에서 제

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특성상 

언제 시작될지 모르고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조리종

사원의 개인별 근무기간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시

점에 차이를 보이므로 ‘도입 전’ 시점에서의 인식을 

도입 전에 측정하기에는 연구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고 정량연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여겨지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

하였음을 밝힌다. 셋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

한 직무안정성에 대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인식

수준이 무기계약직 전환 전 평균 1.88점에서 전환 

후 평균 2.35점으로 상승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 학교의 주 

기능인 교육에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조직 내에서의 역할 때문에 본인 스스로나 조직으

로부터 자신의 직무를 통제할 능력에 대한 확신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유추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임금처우나 고용환경은 

조직차원의 변수임을 감안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조

리종사원의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변수를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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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사용하여 직무안정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

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470명

의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도입이 임금처우, 고용환

경 및 직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전ㆍ후 시점에서 임금처우, 

고용환경 및 직무안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임금처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전 평균 2.29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 실시 후에는 평균 3.16점으로 유

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P＜0.001), 임금처우 요

인에 포함되는 5개 문항 모두에서도 유의적인 증

가를 보였다(P＜0.001).

2. 고용환경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전 평

균 3.45점이었고 5개 문항 간 인식의 차이가 

컸으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후의 고

용환경은 평균 4.22점 수준으로 인식하여 유의

적인 증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5개 변수 모

두 유의적인 증가(P＜0.001)를 보여 정책의 긍

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3.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직무안정성은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전에는 평균 1.88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정책 실시 이후에는 평균 2.35점으

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나(P＜0.001), 여전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4.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전 시점에서 임금

처우(β=0.516, P＜0.001)는 직무안정성에 유의적

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

용환경은 직무안정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5.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이후 시점에서도 직

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임금처우(β

=0.465, P＜0.001)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환경은 무기

계약직 전환 정책 실시 후 직무안정성에 유의적

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IMF 경제위기로 노

동시장에 나타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에 대한 사회

적 문제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하여 추진한 

고용 보장성 확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2012년 ‘강

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의 임용 등

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대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조리종사원의 직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나 기관에서는 조리종사원

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

환경 변경 등 외부 환경요인을 단기적으로 개선시

키는 것보다는 개인의 학습, 성장, 성공체험, 교육, 

연수 등 궁극적인 내부 환경요인인 동기부여로 구

성원의 소속감 및 업무에 대한 책임감, 전문성 강화

를 통해 직무안정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직무안정성은 적절한 급여 

및 소득과 같은 임금처우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학교 조직 내 근무환경 조성보다는 직ㆍ간접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확신할 수 있는 교육청,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보상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조리종사원의 직무만족과 

학생들의 학교급식만족 간의 선순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학교급식 현장에서 조리종사원의 업무분장 

및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 입장에서 

조리종사원이 직무안정성을 가지는 것이 궁극적으

로 학생의 급식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와 같이 조리종사원이 영양(교)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료들에게 적절한 대우

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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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뿐만 아니라 관계 측면의 충족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대부분이 계약

직 신분인 상황에서 최근 국가 및 교육청의 고용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고용 당사자인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향후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고용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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