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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safety system and safety education in institu-
tional foodservices in the Changwon and Masan area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 to March 
31, 2009 via questionnaires that were sent to 300 dietitians, and 142 dietitians responded. It was determined 
that most of the safety managers were ‘dietitians (87.1%)’, whereas facilities/equipment managers consisted of 
‘dietitians (45.7%)’, ‘department of facilities management in the organization (36.4%)’ and ‘outsourced com-
pany of facilities management (17.9%)’. Out of the 11 safety practices, seven safety practices showed less 
than 50% of total implementation ratio, which meant that the safety systems were not functioning properly. 
Except for ‘non-skid shoes (85.9%)’, other safety equipment was seldom used. The survey respondents recog-
nized that safety education was very necessary (4.47 points); however, they responded so-so (3.46 points) to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 actual frequency and time spent on safety education were enough. The 
average time spent on safety education was 28 minutes 11 seconds. Regarding the difficulties in performing 
safety education, ‘not many safety education materials and media (3.44 points)’, ‘not many varieties in the 
subjects and contents for safety education (3.40 points)’, and ‘not much organizational support on safety edu-
cation (3.33 points)’ showed higher scores than ‘lack of education time due to workload (3.20 points)’. The 
following were cited as education materials that should be developed as it is currently difficult to obtain rele-
vant information and data: ‘root causes of musculoskeletal injury and preventive measures (15.8%)’, 
‘healthcare and disease preventive exercises for employees who do simple and repetitive works (14.9%)’, and 
‘instruction on safe handling of chemicals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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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기술의 

발달로 윤택한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

만 안전부주의나 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여전

히 다발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Kore-
a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09a)에 따르

면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1,560,949
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13,884,927명 중에서 4일 이

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7,821명이 발생하여 재해

율이 0.70%에 달하였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스템이 부재하고 안전교육 및 훈련이 부

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하겠다. 단체급식소 역시 

미끄러운 바닥, 협소한 조리실, 뜨거운 조리기구와 음

식 등으로 인해 작업하기에 열악한 환경으로 조리종

사자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급식소에서의 안전관리란 급식업무 전 과정에서 

사고와 재해를 방지하여 급식시설과 종업원 및 고객

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방작업이다(Kwak 등 

2008). Chun & Joo(1999)는 각종 안전사고의 대책으

로 안전의 3E(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를 

구체적 ‧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ngineering이란 기계처리로서 모든 기기를 사용하기

에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물과 장

비에 안전물이나 안전표지를 부착하는 것까지 포함

한다. Education은 안전교육으로 이를 끊임없이 구체

적 ․ 조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시

행해야 한다. 기구와 기계를 적절히 다루는 훈련 뿐 

만 아니라 근무에 수반하는 예방조치와 사고 발생 

시의 대처방법도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Enforcement란 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자의 적

절한 규제와 안전점검 및 감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즉, 급식소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

려면 기기와 장비 점검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시스

템 계획을 수립하고 종업원이 이를 따르도록 하며,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수의 노력들이 실행되었다. Lumina Training 
Associates(1999)에서 개발한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에

서의 사고예방(Accident Prevention in Child Nutrition 
Programs)’은 학교급식 관리자를 위한 훈련 매뉴얼로 

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4단계

의 SAFE process로 되어 있다. 즉, 사고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장소를 선택(select)하고, 잠재적인 원인을 

평가(assess)하며, 안전을 위해 개선할 방법을 찾고

(find), 안전을 예상하는(expect) 것이다. 이 매뉴얼에는 

조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해를 평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었다. 피츠버그 학교구 작업

자 매뉴얼(School District of Pittsburgh 2003)에 포함된 

‘사고와 질병 예방 프로그램 계획(Accidents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 Plan)’에는 전체 작업자를 대표하는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

며, 작업자가 상해사고 보고서를 고찰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작업절차 및 개선

방안을 권고해 실행하도록 한다. 오하이오 BWC(Ohio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2005)에 의해 실시된 

‘공립학교를 위한 최선의 작업습관(Best Practices for 
Public Schools)’ 전략은 관리 활동, 종업원 참여, 의사

소통, 교육 및 훈련, 상해 보고와 처치, 작업 복귀절

차, 안전점검, 안전시스템 등의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오하이오 BWC에서는 일선학교에서 1995년부터 

5년간 이를 실시하도록 한 바,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

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감소하였고, 특히 작업자 안전

의식이 긍정적으로 강화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

방하기 위해서는 급식소에서 자주 발행하는 사고의 

종류와 위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안

전한 환경 및 설비여건을 갖추는 등 체계화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교육을 반복 실행함으로써 

인적 실수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Park & Moon 
2010). 안전시스템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도하에 

안전 팀을 구축함으로써 시작되며 안전수칙을 개발

하여 준수하고, 현장의 안전점검과 안전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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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행하며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병행하는 등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2004)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총체적 프

로그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작업장 안전을 높이기 

위해 작업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장비를 갖추거나 

노후화된 시설 ‧ 장비를 교체하는 일도 포함된다. 
국내 단체급식산업에서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

기 위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
int) 등 위생관리시스템은 잘 알려져 있으나 안전사

고를 막기 위한 작업안전시스템은 용어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원 ‧ 마
산 지역의 단체급식소 관리자인 영양사를 대상으로 

안전시스템과 안전교육 현황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과 안전교육의 기

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국내외 선행연구(Lee 2002; Schweitzer 2007)를 참

고하여 설문지를 개발한 후 현직 영양사의 자문과 

예비조사를 거쳐 보완 ‧ 수정하였다.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영양사가 직접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

다. 창원 ‧ 마산 지역의 초 ․ 중 ․ 고등학교 및 사업

체, 병원 등 총 573개 단체급식소 중 300개소를 임의

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142부(회수율 

47.3%)가 회수되어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설문지는 선행보고(Park & Moon 2010)에서 사용한 

설문지에 이은 것으로 안전시스템 영역과 안전교육 영

역으로 구성되었다. 안전시스템 영역은 안전관리 책임

자, 시설 ․ 장비 점검자, 안전시스템 활동, 안전장비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안전시스템 활동 11
개 항목에 대해서는 활동 실행여부에 대해 ‘Yes’와 

‘No’로 응답하게 하였고, 조리원이 사용하는 안전장비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구비한 것을 다중응답으로 고르

게 하였다. 안전교육 영역에서는 안전교육의 필요성, 
실행 횟수와 시간의 충분성, 정기적 실시 여부와 횟수, 
안전교육시간, 안전교육 실행의 애로사항, 안전교육 내

용, 교육매체 개발 요구도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

다.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실행 횟수 및 시간의 충분성, 
안전교육 실행의 애로사항 6항목에 대해서는 Likert의 

5점 척도(‘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응답하게 하였다. 안전교육 1회당 소요시간은 직접 시 

분 단위로 기재하게 했다. 안전교육 내용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모든 내용을 다중응답으로 고르며, 
정보와 자료가 미비해 교육매체 개발이 필요한 내용 3
가지만 선택하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 통계처리

통계처리에는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였

다.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빈도수와 백분율 혹은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급식소 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 혹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필요시에는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를 수행하였다. 안전교육 실행의 애로

사항 6개 항목에 대해 Cronbach's alpha을 산출한 결

과, 0.851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일부 

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응답자 수

가 문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 과

1. 조사대상자 및 급식소의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와 근무하는 급식소의 일반 사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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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ype of foodservice 

Total
(n=142) χ

2
Business
(n=42)

Hospital
(n=20)

School
(n=80)

Safety supervisor

Dietitian  34 (81.0)1) 14 (77.8) 73 (92.3) 121 (87.1)

NS
Cook  4 ( 9.5)  1 ( 5.5)  4 ( 5.1)   9 ( 6.5)

Facilities manager   3 ( 7.1)  3 (16.7)  1 ( 1.3)   7 ( 5.0)

Others  1 ( 2.4)  0 ( 0.0)  1 ( 1.3)   2 ( 1.4)

Inspector for facilities/ 
equipment 

Dietitian  5 (12.2)  6 (30.0) 53 (67.1)  64 (45.7)

58.612***
Department of facility 
management in the organization 33 (80.5)  9 (45.0)  9 (11.4)  51 (36.4)

Outsourced company of 
facilities management  3 ( 7.3)  5 (25.0) 17 (21.5)  25 (17.9)

1) Percentages do not add up to 100% because of  missing observation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P＜0.001 by chi-square test

Table 1. Safety supervisor and inspector for facilities/equipment.
N (%)1)

행보고(Park & Moon 2010)에 제시하였기에 기본적인 

사항만 간단히 언급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는 142
명으로 여자가 97.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

을 살펴보면 30세 이상∼40세 미만이 43.7%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32.4%), 40세 이상(23.9%)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경력에서는 10년 이상이 44.0%로 

가장 많았다. 고용상태에서는 정규직(73.9%)인 경우

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자

(58.5%)가 가장 많았고 2년제 대학졸업자(21.1%), 대
학원 재학 이상인 자(20.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

무하는 급식소 유형에서는 학교 56.3%, 사업체 

29.6%, 병원 14.1%로 학교에 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

다. 직영으로 급식소가 운영되는 경우는 68.3%, 위탁

인 경우는 31.7%로 조사되었다. 급식소 규모에서는 

일일 급식수 1,000식 이상(41.9%)인 곳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안전시스템 현황에 대한 인식

1) 안전시스템 책임자 및 시설 ‧ 장비 점검자

급식소 안전시스템을 운영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와 시설 ‧ 장비 점검자를 조사한 결과(Table 1), 안전

관리 책임자는 대부분 ‘영양사(87.1%)’인 것으로 조

사되었으나 일부는 ‘조리사(6.5%)’와 ‘시설관리 담당

자(5.0%)’로 응답하였고, 급식소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설 ‧ 장비 점검자로는 

‘영양사(45.7%)’, ‘조직 내 시설관리부서(36.4%)’, ‘외
부 시설관리업체(17.9%)’ 순으로 조사되었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는 ‘영양사(67.1%)’가 

시설 ‧ 장비 점검까지 맡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업체

(80.5%)와 병원(45%)의 경우는 ‘조직 내 시설관리부

서’에 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학교(21.5%)와 병원(25.0%)의 경우, 
‘외부 시설관리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가 사

업체(7.3%)에 비해 높았다. 

2) 안전시스템 활동

조사대상 급식소의 안전시스템을 잘 실행하는지 

조사한 결과, 11개 중 활동 7개의 실행률이 50% 미
만으로 나타나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2). 실행률 50% 미만인 7
개 항목은 ‘조리종사원은 비상시에 MSDS를 활용할 

수 있다(20.1%)’, ‘조리종사원은 작업 전에 준비운동

을 한다(26.6%)’, ‘화학제 옆에 MSDS를 구비하고 있

다(28.1%)’, ‘안전사고의 개선조치 목록을 구비하고 

있다(34.1%)’, ‘매년 안전사고의 빈도와 원인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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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ype of Foodservice 

Total
(n=142) χ

2
Business
(n=42)

Hospital
(n=20)

School
(n=80)

Foodservice workers perform warm-up exercises before 
 performing work duties. 

Yes 14 (35.0)  3 (15.0) 20 (25.3)  37 (26.6)
NS

No 26 (65.0) 17 (85.0) 59 (74.7) 102 (73.4)

Foodservice department has written safety policies.
Yes 28 (70.0) 14 (70.0) 70 (88.6) 112 (80.6)

7.544*
No 12 (30.0)  6 (30.0)  9 (11.4)  27 (19.4)

Foodservice department provides written safety policies to 
 workers.

Yes 20 (50.0) 13 (65.0) 70 (88.6) 103 (74.1)
21.632**

No 20 (50.0)  7 (35.0)  9 (11.4)  36 (25.9)

New employees are provided with an orientation program 
 that includes safety policies. 

Yes 16 (41.0)  6 (30.0) 46 (58.2)  68 (49.3)
6.568*

No 23 (59.0) 14 (70.0) 33 (41.8)  70 (50.7)

Foodservice department has a check list for safety 
 inspection.

Yes 33 (82.5) 11 (61.1) 68 (86.1) 112 (81.8)
6.146*

No  7 (17.5)  7 (38.9) 11 (13.9)  25 (18.2)

Safety inspections are preformed in the foodservice 
 department.

Yes 22 (55.0)  6 (30.0) 54 (68.4)  82 (59.0)
10.075**

No 18 (45.0) 14 (70.0) 25 (31.6)  57 (41.0)

Foodservice department has a documented reporting form for 
 accident reports.

Yes 27 (67.5) 10 (50.0) 28 (35.4)  65 (46.8)
11.060**

No 13 (32.5) 10 (50.0) 51 (64.6)  74 (53.2)

Foodservice department has a safety action list for accidents.
Yes 18 (45.0)  7 (35.0) 22 (28.2)  47 (34.1)

NS
No 22 (55.0) 13 (65.0) 56 (71.8)  91 (65.9)

Foodservice director performs an annual review of accident 
 frequency rates and the root causes.

Yes 17 (40.5)  9 (45.0) 25 (31.6)  51 (36.2)
NS

No 25 (59.5) 11 (55.0) 54 (68.4)  90 (63.8)

MSDS are located with or near the chemicals.
Yes 24 (60.0)  4 (20.0) 11 (13.9)  39 (28.1)

28.680***
No 16 (40.0) 16 (80.0) 68 (86.1) 100 (71.9)

Employees are familiar with MSDS and know how to use 
 them in case of emergency

Yes 17 (42.5)  4 (20.0)  7 ( 8.9)  28 (20.1)
18.680***

No 23 (57.5) 16 (80.0) 72 (91.1) 111 (79.9)
1) Percentages do not add up to 100% because of  missing observation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P＜0.05, **P＜0.01, ***P＜0.001 by chi-square test

Table 2. Safety practices.
N (%)1)

한다(36.2%)’. ‘신입 조리종사원에게 안전수칙이 포

함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49.3%)’, ‘안전사고의 

보고 양식을 구비하고 있다(46.8%)’로 더 많은 급식

소에서 안전시스템 활동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이며 유해한 화학물질 및 제

품에 대한 유해성 설명과 예방 조치 등의 정보 전달

을 위한 자료로(Payne-Palacio & Theis 2005) 중요하

나 이를 구비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식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병원과 사업체 급

식소에 비해 학교 급식소가 안전수칙을 더 많이 구

비하거나(P＜0.05) 조리종사원에게 제공하며(P＜0.01), 
신입 조리종사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율도 높

아(P＜0.05) 안전수칙과 관련된 활동을 비교적 잘 실

행하고 있었다. 안전점검 양식 구비율이나(P＜0.05) 
안전점검 실시율(P＜0.01) 역시 학교가 다른 집단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안전사고 보고 

양식 구비율은 사업체(67.5%)가 병원(50.0%)과 학

교(35.4%)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MSDS 구비

율(P＜0.001)과 조리종사원의 비상시 MSDS 활용 

능력(P＜0.001) 역시 사업체 급식소가 다른 집단보

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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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 (%)

Non-skid shoes   122 (85.9)

Mask against the chemicals    34 (23.9)

Safety glasses against the chemicals    15 (10.6)

Cut-resistant gloves    11 ( 7.7)

Safety clothes against the chemicals     8 ( 5.6)
1) Multiple responses

Table 3.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foodservice work-
ers1).

(N=142)

Category
Type of foodservice 

Total (n=142) χ2

Business (n=42) Hospital (n=20) School (n=80)

Regular safety education
Perform regularly 38 (92.7)1)  9 (45.0) 66 (85.7) 113 (81.9)

22.327***
Perform when necessary 3 ( 7.3) 11 (55.0) 11 (14.3)  25 (18.1)

Frequency of safety education

More than once a month 36 (85.8)  9 (50.0) 65 (82.3) 110 (79.1)

17.926**
Four times a year 3 ( 7.1)  6 (33.3)  8 (10.1)  17 (12.2)

Twice a year 3 ( 7.1)  1 ( 5.6)  5 ( 6.3)   9 ( 6.5)

Once a year 0 ( 0.0)  2 (11.1)  1 ( 1.3)   3 ( 2.2)
1) Percentages do not add up to 100% because of  missing  observation
**P＜0.01, ***P＜0.001 by chi-square test

Table 5. Regular safety education and frequency.
N (%)1)

Category
Type of foodservice 

Total (n=142) F
Business (n=42) Hospital (n=20) School (n=80)

Safety education is needed 4.38ab±0.731) 4.15b±0.587 4.59a±0.589 4.47±0.650 3.614*

Education frequency and hours are enough 3.48±0.86 3.25±0.97 3.50±0.86 3.46±0.88 NS
1) Mean±SD with a 5 point Likert scale: 1 point (very low)∼5 point (very high)
NS: not significant 
*P＜0.05 by ANOVA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and sufficiency of education frequency and hours.

3) 조리종사원의 안전장비

조리종사원이 근무 중 착용하는 안전장비로 ‘미
끄럼 방지 안전화(85.9%)’가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

되어 일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제 보호 마스

크(23.9%)’, ‘보안경(10.6%)’, ‘손가락 절단 방지 장갑

(7.7%)’, ‘화학제 보호 의류(5.6%)’의 사용은 저조한 

편이었다(Table 3).

3.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1)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실행 횟수와 시간의 충분성

조사대상자들은 조리종사원 대상 안전교육이 매

우 필요한 것(4.47점)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실행하

는 안전교육의 횟수와 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3.46점)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학교 영양

사(4.59점)가 병원 영양사(4.15점)에 비해 필요성을 

유의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나(P＜0.05) 실행 횟수와 

시간의 충분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Table 4). 

2) 안전교육의 정기적 실시 여부와 빈도 및 시간 

조리종사원 대상 안전교육의 정기적 실시 여부와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5), ‘정기적으로 실

시한다’고 응답한 영양사가 81.9%, ‘필요시에만 부정

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경우는 18.1%로 나타나 대부

분의 급식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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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Type of foodservice

Total (n=142) F
Business (n=42) Hospital (n=20) School (n=80)

Not many safety education materials and media   3.03b±1.211)  3.15b±1.35  3.73a±.92 3.44±1.12  6.525**

Not many varieties in the subjects and contents for
 safety education  2.98b±1.12  2.89b±1.08  3.73a±.86 3.40±1.04 10.790***

Not much organizational support on safety education  2.78b±1.31  3.06b±1.26  3.69a±1.02 3.33±1.21  9.018***

Lack of education time due to workload 3.36±1.06 2.84±1.21 3.21±1.04 3.20±1.07 NS

Lack of recognition on safety education by foodservice 
 employees 3.05±1.00 3.05±1.13 3.08±0.98 3.07±1.00 NS

Lack of recognition on safety education by foodservice 
 safety manager 2.68±0.96 2.63±1.07 2.96±1.00 2.83±1.00 NS

1) Mean±SD with a 5 point Likert scale: 1 point (very low)∼5 point (very high)
NS: not significant
**P＜0.01, ***P＜0.001 by ANOVA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Difficulties in performing safety education.

Type of foodservice
Total (n=142)  F

Business (n=42) Hospital (n=20) School (n=80)

Hours of safety education (min) 34.29±28.64 30.58±19.77 23.46±18.19 28.11±22.44 3.476*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6. Hours spent for safety education.

사업체(92.7%)와 학교(85.8%)에서 병원(45.0%)에 비

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01). 안전교육 빈도는 ‘월 1회 이상’이 79.1%
로 가장 많았고, ‘분기별 1회(12.2%)’, ‘반기별 1회
(6.5%)’, ‘연 1회(2.2%)’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유

형별로 살펴보면, 산업체(85.8%)와 학교(82.3%)의 경

우,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가 병원(50.0%)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다(P＜0.01). 
급식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1회당 소요시간

에 대해 조사한 결과(Table 6), 전체 평균이 28분 

11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는 34분 29초, 
병원은 30분 58초, 학교는 23분 46초로, 사업체의 

안전교육 1회당 소요시간이 학교에 비해 유의적으

로 길었다(P＜0.05).

3) 안전교육 실행의 애로사항

안전교육 실행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조사

한 결과(Table 7), 전체 영양사들은 ‘안전교육에 이

용할 자료와 매체가 없다(3.44점)’, ‘안전교육의 주제

와 내용이 다양하지 않다(3.40점)’, ‘안전교육에 대한 

조직의 지원이 없다(3.33점)’, ‘업무량 과다로 인해 

교육시간이 부족하다(3.20점)’의 순으로 인식하였다. 
급식소 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는 

‘안전교육에 이용할 자료와 매체가 없다(3.73점)’ (P
＜0.01), ‘안전교육의 주제와 내용이 다양하지 않다

(3.73점)’ (P＜0.001), ‘안전교육에 대한 조직의 지원

이 없다(3.69점)’ (P＜0.001)의 3개 항목에서 산업체

와 병원에 비해 인식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업무량 과다로 인해 교육시간이 부족하다(3.20점)’
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안전교육의 내용과 교육매체 개발 요구도

급식소에서 실시하는 조리종사원 대상 안전교육의 

내용으로는 70% 이상의 영양사가 ‘화상의 원인과 예

방대책(88.0%)’, ‘가스 안전(86.6%)’, ‘소화기 사용법

(79.6%)’, ‘전도의 원인과 예방대책(78.9%)’,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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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ents Degree for development request2)

N (%)1) Rank %

Root causes of burns and preventive measures 125 (88.0) 6 7.8

Gas safety 123 (86.6) 13 1.7

Instructions on fire extinguishers 113 (79.6) 12 2.3

Root causes of slips & falls and preventive measures 112 (78.9) 5 8.9

Root causes of electric shock/fire and preventive measures 108 (76.1) 7 6.9

Root causes of cuts/punctures and preventive measures 100 (70.4) 9 4.3

Hazards from facilities/equipment and preventive measures  99 (69.7) 4 9.8

Root causes of musculoskeletal injury and preventive measures  90 (63.4) 1 15.8

Root causes of collision and preventive measures  83 (58.5) 11 3.7

Instructions on safe handling of chemicals  77 (54.2) 3 12.7

Proper handling and carrying methods for heavy materials  66 (46.5) 7 6.9

Healthcare and disease preventive exercises for employees who do simple 
 and repetitive works  59 (41.5) 2 14.9

Root causes of jam in/between machineries/doors and preventive measures  44 (31.0) 9 4.3
1) Multiple responses
2) Complete data set: n=348. Variation in total numbers was caused by triple responses

Table 8. Contents of safety education and degree of request for development of educational media.
(N=142)

화재 안전(76.1%)’, ‘창상의 원인과 예방대책(70.4%)’
으로 응답하여 이것들이 주로 일반화된 교육 내용

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8). 반면 정보와 자료가 미

비하여 교육매체로 개발되기 원하는 내용에 대해 조

사한 결과에서는 1위 ‘근골격계 질환(허리와 어깨의 

부상 등)의 원인과 예방대책(15.8%)’, 2위 ‘단순반복 

작업자의 건강관리 및 질환 예방 운동(14.9%)’, 3위 

‘화학약품 취급법(12.7%)’으로 조사되어 안전교육에

서 일반화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고 찰

안전시스템은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도하에 안전 

팀을 구축함으로써 시작되므로(NIOSH 2004) 책임자

의 역할이 막중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의 영양사 직무에는 안전

관리 업무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에 따르면 영양교사의 다섯 가지 직무 중 두 번째

로 ‘위생 ‧ 안전 ‧ 작업관리 및 검식’을 명시해 안전

관리 책임자는 특히 학교의 경우, 반드시 영양사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조리

사(6.5%)’로 응답한 일부 영양사는 자신의 안전관리 

직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경우로 시정이 요구되었

다. 또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대부분 ‘영양사(87.1%)’
로 응답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 ‧ 장비 점검

은 ‘조직 내 시설관리부서(36.4%)’나 ‘외부 시설관리

업체(17.9%)’에 의뢰해 실시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나 고무적이었다. 시설과 장비는 작

업 능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 설계된 기구

와 장비를 마련하고, 그 작동을 자주 점검하는 체제

를 갖추는 것은 안전 유지에 필수적이다(Chun & 
Joo 1999). 미국 공립학교의 작업안전시스템에 대한 

연구(Schweitzer 2007)에서도 많은 관리자가 시설관

리부서가 안전한 작업장을 유지하기 위한 파트너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의 병원 급식소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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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속하며, 사업체 급식소는 위탁회사 소속

인 경우가 많아 조직 자체의 시설관 부서가 존재하

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비율이 학

교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외부 시설관리업체’에 의

뢰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학교에서는 안전관리 책임

자인 영양사가 시설 ‧ 장비 점검까지 담당해 사고 

예방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시설 ‧ 장비에 대한 

전문적 지식까지 갖추어야 하는 형편이었다. 가급적 

재원을 마련해 전문가에 의뢰한 점검이 병행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급식소 안전시스템에서 실행해야 하는 활동에 대

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6.6%만 ‘조리종사원

이 작업 전 준비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여 작업에 의

한 상해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준비운동을 일상화

한 급식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

(Park & Moon 2010)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근골격계 질환은 일회적인 사업으로는 예방

할 수 없고, 근본적 위험요인도 제거하기 어렵기 때

문에 관리적 측면에서의 시스템적 접근이 강조되므

로(Park & Hea 2006) 안전관리 책임자가 작업 전 운

동의 효과에 대해 인식하고 실행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Apfel(2001)에 따르면 작업에 앞서 근육 

준비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한 음식점에서 염좌나 근

육의 무리로 인한 부상이 30%나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면화된 안전수칙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영양사는 80.6%, ‘서면화된 안전수칙을 조리

종사원에게 제공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4.1%로 조

사되어 과반수 이상의 급식소가 안전수칙을 구비해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입 조리원에게 안전수

칙이 포함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는 경우는 

49.3%에 불과했다. 신입 조리원이 일을 시작하기 전

에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작업장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책임자의 인식을 높여

야 할 것이다. 미국 공립학교의 경우, 안전수칙이 

직무기술서 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한다는 비율이 62.4%로

(Schweitzer 2007) 본 연구의 안전수칙에 대한 결과

보다 저조하였으나 신입 조리원에게 오리엔테이션

을 실시하는 비율은 62.1%로 더 높았다. 급식소 유

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병원이나 사

업체 급식소에 비해 학교 급식소가 안전수칙을 더 

많이 구비하거나(P＜0.05) 조리종사원에게 제공하며

(P＜0.001), 신입 조리종사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율도 높아(P＜0.05) 안전수칙 관련 활동을 잘 실

행하였다. ‘서면화된 안전점검 양식을 구비하고 있

다’고 응답한 영양사는 81.8%였으나 ‘양식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59.0%에 불

과해 안전점검 양식이 존재하나 활용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등(1999)은 안전장비를 

갖추고 장비나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관련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안전점검이 제대

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안전점검 양식 구비율(P＜0.05)이나 안전점검 

실행률(P＜0.01)은 학교가 사업체나 병원보다 높아 

유의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학교의 경우, 교육부에

서 제공한 학교급식 위생 ‧ 안전점검표로 인해 안전

점검의 양식 구비율이나 실행률이 높게 응답된 것

으로 여겨진다. 학교급식 위생 ‧ 안전점검표(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 상의 안전

점검 항목을 보면 안전관리영역의 3개 항목(관계규

정에 따른 정기안전검사-가스 ‧ 소방 ‧ 전기안전, 보
일러 ‧ 압력용기 ‧ 덤웨이터검사 등-를 실시하는지 

여부/조리기계 ‧ 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

전작동방법 게시 및 교육실시, 관리책임자를 지정, 
그 표시를 부착하고 철저히 관리하는지 여부/조리장 

바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미끄럽지 않게 관

리하는지 여부)과 시설관리영역 중 1개 항목(고장난 

설비 ‧ 기구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환경위생관

리영역의 1개 항목(세제 ‧ 소독제 ‧ 살충제는 표식을 

부착하고, 식품과 분리 보관하여 오염 ‧ 혼입의 우려

가 없는가), 안전관리영역의 1개 항목(학교자체에서 

1일 위생 ‧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등 총 6개 

항목이었다. 
NIOSH(2004)에서는 상해 감소를 위한 안전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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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으로 비상시 대

응 계획과 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며 보고 양식에 의

해 기록을 남기고 이를 통해 사고 빈도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안전시스템의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안전사고 보고 양식을 구비

하고 있다(46.8%)’, ‘안전사고의 개선조치 목록을 구

비하고 있다(34.1%)’, ‘연간 안전사고의 빈도와 원인

을 분석한다(36.2%)’를 실행하는 급식소는 절반 이

하인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항목들 중 ‘안전사고 보고 양

식을 구비하고 있다’에서만 사업체(67.5%)가 병원

(50.0%)이나 학교(35.4%)에 비해 유의적으로 실행률

이 높았고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원인은 대개 위험한 행동과 위험한 상태로 구

분되는데 위험한 행동은 위험한 상태보다도 세 배 

정도 높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Payne-Palacio 
& Theis 2005). 사고의 원인을 찾아 위험을 제거하

고 똑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업원을 훈련

하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이자(Chun & Joo 1999) 안
전시스템의 핵심사항이다. 급식소 유형별로 살펴보

면 학교가 사고 빈도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아 안전사고 빈도와 원인 

분석의 실행이 가장 미흡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안전사고 보고 양식과 개선조치 목록을 구

비하고, 안전사고를 진단 ‧ 분석하는 방향으로 안전

시스템 체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학교급식위생관리

지침서의 안전점검 항목에 이러한 결과가 포함되어

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화학제 옆에 MSDS를 구비하고 있다(28.1%)’와 

‘조리원은 비상시에 MSDS를 활용할 수 있다(20.1%)’
를 실행한다고 응답한 영양사는 30% 미만으로 일부 

급식소에 한정되었다. 특히 사업체 급식소(60.0%)에 

비해 병원(20.0%)과 학교(13.9%) 급식소의 MSDS 구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고(P＜0.001), 조리원의 비상

시 MSDS 활용 능력도 저조하였다(P＜0.001). 미국에

서는 1987년부터 MSDS의 의무 비치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미국 공립학교의 작업안전시스템에 대한 

연구(Schweitzer 2007)에서 급식 관리자의 88.3%가 

MSDS를 화학제 보관고에 두는 것으로 응답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국내에서도 

1996년 7월 1일부터 MSDS의 법적인 제조 및 비치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0년 8월부터는 화학물질을 제

조 · 수입해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5인 

미만인 곳까지 확대되었다(Korea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09b). 국내 급식소의 MSDS 비치

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급식소에서 널리 사용하

는 오븐 청소용 세제, 식기 세척제, 각종 소독제 등

은 피부와 안구의 상해 및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이다. 따라서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누출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주는 MSDS를 조리종사원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용방법에 대해 교육한다면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를 줄일 수 있다.  ISO 인증을 받은 위탁

급식회사에서는 MSDS 비치를 의무화하고 교육 및 

정기점검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

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직영으로 운영되는 급식소가 많은 학교나 병원에서

는 MSDS에 대한 정의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아 (사)대한영양사협회나 교육청을 통한 안전교육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조리종사원이 근무 중 착용하는 안전장비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미끄럼 방지 안전화

(85.9%)’를 제외한 다른 장비의 사용은 저조하였다. 
미국 식품회사 Tyson Foods(2000)에서는 손 보호대, 
보안경, 안면 보호대, 손가락 절단 방지 장갑 등을 

작업자에게 보급한 이후 동종업체에 비해 부상 빈

도가 현저히 줄었음을 보고하였다. Schweitzer(2007)
의 연구에서는 안전화 착용 비율이 응답자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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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청소시 보안경과 네오프렌(합성고무의 일종) 
장갑의 착용 비율이 53.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오
븐용 청소 세제는 인체에 유해하여 높은 곳을 향해 

손을 뻗거나 가까이에서 닦는 작업으로 인해 눈이

나 안면부위, 피부 등에 약품으로 인한 재해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보호 마스크와 

안경, 방수의류 착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노동건

강연대(Jung-Choi 2004)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화를 

지급받았다는 응답자가 87.7%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안전장비의 

사용은 본 연구 결과에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

나 향후 각종 안전장비의 보급 및 착용 교육이 필

요한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Park 등

(1999)의 연구에 따르면, 산재가 발생한 곳에서는 작

업자의 안전의식이나 안전 효능감이 결여되어 있었

고,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경우가 60%에 이르러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

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영양사들 역시 조리종사원 

대상 안전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4.47점)으로 인식하

였으나 실제로 급식소에서 수행하는 안전교육의 횟

수와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3.46점)
라고 답하여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안전사고 예방의 주된 해결책은 효과적인 안전교

육이 실시되도록 체계화 · 정례화시키는 것이다. 정
기적인 안전교육으로 인해 안전의식이 충분하고 안

전관리 능력을 보유하게 된 작업자일수록 교육 받

은 내용을 잘 실천하며 안전사고의 원인을 타인이

나 조직의 잘못보다는 본인의 실수에서 찾는 경향

이 있다고 한다(Kim & Song 2003). 본 연구에서는 

특히 병원 급식소에서 학교나 사업체에 비해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P＜0.001)하거나 ‘월 1회 

이상 실시’(P＜0.01)하는 비율이 낮아 안전교육이 다

른 집단에 비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에 의하면 급식소는 조리종사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안전교

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

서는 월 안전교육시간이 평균 30분 미만으로 나타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위생교육처럼 먼저 영양사 대상 안전교육을 통

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본 역할과 안전교육의 필

요성부터 인식하게 한 다음 조리종사원 대상 안전

교육이 실시되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여부와 시간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시

급하다. 많은 단체급식소에서 위생교육 시간 일부를 

안전교육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립적인 안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전교육 실행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조사

한 결과, ‘교육용 자료와 매체가 없다(3.44점)’, ‘교육

의 주제와 내용이 다양하지 않다(3.40점)’, ‘교육에 

대한 조직의 지원이 없다(3.33점)’는 응답이 ‘업무량 

과다로 인해 교육시간이 부족하다(3.20점)’보다 많았

다. 즉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시간을 내기 어려워서라기보다 영양사들이 어

떻게 교육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이

에 대한 조직의 지원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안

전교육 1회당 시간이 23.46분으로 가장 작았던 학교 

영양사의 경우 애로사항 3항목(‘교육용 자료와 매체

가 없음’(P＜0.01), ‘교육의 주제와 내용이 다양하지 

않음’(P＜0.001), ‘교육에 대한 조직의 지원이 없

음’(P＜0.001))에 대한 인식점수가 사업체와 병원 영

양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 안전교육 실행을 어

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영양사의 70% 이상이 조리종사원에게 

교육하는 것으로 응답한 내용 중 절반 이상이 ‘가스 

안전(86.6%)’, ‘소화기 사용법(79.6%)’, ‘전기 · 화재 

안전(76.1%)’, ‘각종 기기 · 장비 안전(69.7%)’ 등으로 

환경 사고나 물적 사고에 대비한 것이었고, 인사 사

고 중에는 화상(88.0%)이나 전도(78.9%), 창상(70.4%) 
등 작업장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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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용이 편중되었다. 반면 정보와 자료가 미비하

여 교육매체로 개발되기 원하는 내용으로는 1위와 2
위가 각각 ‘근골격계 질환(허리와 어깨의 부상 등)
의 원인과 예방대책(15.8%)’, ‘단순반복 작업자의 건

강관리 및 질환 예방 운동(14.9%)’으로 조사되어 조

리종사원의 잘못된 행동습관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매체 개발 요구도가 높았다. 
학교 조리종사원의 15.2%가 직업의 어렵고 힘든 점

이 건강의 악화 및 직업병, 특히 팔, 다리, 허리, 관
절염,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의 각종 통증이라고 호

소하였다는 최(2003)의 보고나 학교 조리종사원 500
명 26.2%가 근골격계 질환 의심자라고 보고한 Jung- 
Choi(2004)의 보고에서 보듯 단순반복 작업으로 인

한 손목 터널 증후군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

험도가 급식 현장에서는 매우 심각하며, 따라서 이

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위탁급식업체

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Kim & Oh 2010)에서도 급

식안전사고에 따른 진단 상 병명은 무거운 식재료

와 음식물의 이동 및 운반으로 인한 ‘골절’이 가장 

많았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이동과 운반 중 과도한 

관절운동과 반복되는 행동으로 누적된 골절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화학약품 취급법(12.7%)’
이 3위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MSDS 구비율과 조리

원의 MSDS 활용능력이 낮았던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리플릿, 포스터, 동

영상 CD,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매체가 개발

되어 영양사가 손쉽게 이용함으로써 작업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창원 · 마산 

지역의 단체급식소 관리자인 영양사 142명(사업체 

42명, 병원 20명, 학교 80명)을 대상으로 급식소의 

안전시스템과 안전교육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수

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소 안전관리 책임자는 대부분 ‘영양사(87.1%)’
인 반면 시설 ‧ 장비 점검자는 ‘영양사(45.7%)’, 
‘조직 내 시설관리부서(36.4%)’, ‘외부 시설관리업

체(17.9%)’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교는 

‘영양사(67.1%)’가 시설 ‧ 장비 점검까지 맡는 경우

가 많았으나 사업체(80.5%)와 병원(45%)에서는 ‘조
직 내 시설관리부서’에 점검을 맡기는 경우가 많

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2. 안전시스템 11개 활동 중 7개의 전체 실행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급식소 안전시스템이 제대

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

교 급식소는 교육청이 요구하는 안전수칙이나 안

전점검 관련 활동은 잘 실행하는 반면 안전사고

의 보고 양식(35.4%)과 개선조치 목록(28.2%)을 

구비한 곳이 많지 않았고, 안전사고의 연간 분석

(31.6%)과 MSDS 구비(13.9%) 및 조리원의 MSDS 
활용능력(8.9%)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학교 급식

소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능력이 허술

한 반면, 사업체 급식소는 위탁급식회사에 속한 

업장이 많아 본사지침에 따라 관리됨으로 인해 안

전사고 보고 양식 구비(67.5%) (P＜0.01)나 MSDS 
구비(60%) (P＜0.001) 및 조리원 MSDS 활용능력

(42.5%) (P＜0.001)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3. ‘미끄럼 방지 안전화(85.9%)’가 조리종사원의 안

전장비 중 유일하게 일반화된 것으로 조사된 반

면 ‘화학제 보호 마스크(23.9%)’, ‘보안경(10.6%)’, 
‘손가락 절단 방지 장갑(7.7%)’, ‘화학제 보호 의

류(5.6%)’의 사용은 저조한 편이었다. 
4. 조사대상 영양사들은 조리종사원 대상 안전교육

이 매우 필요한 것(4.47점)으로 인식하였으나 실

제 실행하는 안전교육의 횟수와 시간이 충분한가

에 대해서는 보통 정도(3.46점)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영양사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며(81.9%), 안전교육 빈도는 ‘월 1회 이상’이 

79.1%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1회당 소요시간

은 전체 평균 28분 11초였고 급식소 유형별로는 

사업체의 소요시간이 34분 29초로 학교의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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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초에 비해 유의적으로 길었다(P＜0.05). 
5. 안전교육 실행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교육

용 자료와 매체가 없다(3.44점)’, ‘교육의 주제와 

내용이 다양하지 않다(3.40점)’, ‘교육에 대한 조

직의 지원이 없다(3.33점)’의 응답이 ‘업무량 과다

로 인해 교육시간이 부족하다(3.20점)’보다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즉 교육시간 확보가 되지 않기

보다는 안전교육을 어떻게 구성하여 실시할지 잘 

모르고, 이용할 교육용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고 

조직의 지원도 미흡하여 안전교육 실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조사대상 영양사의 70% 이상이 조리종사원에게 

교육하는 것으로 응답한 내용 중 절반 이상이  

‘가스 안전(86.6%)’, ‘소화기 사용법(79.6%)’, ‘전기 

· 화재 안전(76.1%)’ 등으로 환경 사고나 물적 사

고에 대비한 것이었고, 인사 사고 중에는 화상

(88.0%)이나 전도(78.9%), 창상(70.4%) 등 작업장

에서 순간적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로 편중되었

다. 반면 정보와 자료가 미비하여 교육매체로 개

발되기 원하는 내용 1위는 ‘근골격계 질환의 원

인과 예방대책(15.8%)’, 2위는 ‘단순반복 작업자의 

건강관리 및 질환 예방 운동(14.9%)’으로 나타나 

잘못된 행동습관 질환 예방법에 대한 교육 매체 

개발 요구도가 높았고 ‘화학약품 취급법(12.7%)’
이 3위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창원 ‧ 마산지역 단체급

식소의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사를 대상으로 안전시스템

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활동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양사가 매년 의무적

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하듯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만 안전사고 예방지침이나 실천방안이 마련되고 안

전점검과 조리원 대상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실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보고(Park & Mo-
on 2010)에서 영양사들이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한 ‘세정 작업에 의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무거운 식재 운반에 의한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 그

러나 ‘단순반복 작업자의 건강관리와 질환예방운동

(41.5%)’과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과 예방대책

(63.4%)’의 교육 비율이 다른 안전교육내용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정보와 자료가 미비하여 교육매체로 개

발되기 원하는 내용 1, 2위로 이 두 항목이 꼽힌 것

과 일맥상통한다. 국내에서 조리종사원을 위한 실질

적인 안전교육 매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안전사고 종류별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의 근무환경

과 위험요소를 진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

는 매뉴얼을 포함한 각종 자료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체와 병원에 비해 학교 급식소의 

안전시스템이나 안전교육 실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학교와 교육청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비가 널리 사용

되지 못하고 있음이 본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영양

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안전장비의 종류와 사

용 효과를 비롯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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