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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foodservice industry is labor intensive, the efficient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is an essential 
element for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y.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leve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self-operated school foodservice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roductivity. Whether these factors rated differently by employment 
and job types was also examin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60 dieticians and 240 
cooks in Seongnam and Yongin.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the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tested using Minitab.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rated highly in the dimension of employee training (3.51), 
followed by working environment (3.39), and turnover management (3.37). In contrast, reward management (1.73) 
and working condition (1.56) received the lowest score. Organizational commitment scored 3.65 points, and showed 
that dedication (3.82) was the highest score; however, self-esteem (3.50) was the lowest score.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mployment types as full time workers (3.85) rated management 
more highly than part-time worker (3.43). Overall productivity was fairly high, especially in high school foodservices. 
Only the performance appraisal had an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β=0.292, P<0.05). Productiv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uman resource management (r=0.432, P<0.001)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0.36, 
P<0.01). In conclusion, school foodservices need to establish objective performance standards, and increase employee 
morale by enhancing reward systems and working conditions. In particular, irregular employees require training with 
job performance standards and given a proper reward program, depending on their performance, to improve organiza-
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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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1)의 자료에 따르면, 2010

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의 99.9%인 11,389개교에서 1일 평

균 718만 명의 학생(전체 학생수의 98.8%)에게 급식을 실

시하고 있으며, 급식 담당 인력 규모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총 74,079명이 배치되어 학교당 평균 7명에 이른

다. 현실적으로 학교급식에 영양사 1명이 급식, 영양 교육, 

직원 인력 관리, 재무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

인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급식

은 인적 자원에 기반을 둔 활동이므로, 급식 인력 관리의 중

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인적 자원 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HRM)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능하고 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의 확보, 개발, 유지, 보상하는 일련의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2). 학교급식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적임

자를 선발하고,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교육은 조직 입장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인재육성이며, 직

원 입장에서 자기개발이 가능한 방향성을 지닌 교육 설계가 

되어야 한다(3). 학교급식소의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 위생, 제품 불량과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일

반 경영 관리를 위한 관리자 교육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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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을 통해 조직은 의사소통 개선, 직원사기 증진, 불

평 감소, 이직률 감소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2). 

한편 인적 자원 관리에서 직원 평가를 통한 보상 체계 확

립도 중요한 요소이다. 합리적인 평가 체계 마련, 공정한 업

무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직원

들은 조직에 대한 만족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4). 이는 조직 몰입(organization commitment)으로 

표현되는데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애착심을 가지고 헌신하

려는 정도”,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신의 정체성(identifi-

cation)과 일에 참여하는 정도”로 정의된다(5). 학교급식 대

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직무 몰입은 직원의 애사심을 높이

고, 일에 대한 성취동기를 유발한다고 보고된다(6). 조직 몰

입도는 또한 직무 만족도 향상 및 업무 수행력 향상과도 연

관이 높다(2,7). 

직원의 업무 수행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겠

지만, 급식 운영 자료를 기초로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 지표이다. 생산성은 투입 자원 대비 산출 자원으로 

정의된다(8). 학교급식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작업

시간당 급식수, 1식당 작업 소요시간, 1식당 노동비 등이 

있다(8-10). 이들 지표값을 토대로 직원의 생산성, 업무 효

율성, 수행력을 분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9,10)에서 학교급

식 유형별로 생산성 지표값에 차이가 있었으며 1끼 식사를 

제공하는 초등학교보다는 2~3끼를 제공하는 고등학교급식

소에서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학교급식소에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적절

하게 전개하면 직원의 조직 몰입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서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

원들이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신의 조직 몰입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에 관한 연

구들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더욱이 학교급식 인력 중에서 정규직은 21.5%(15,932

명)이고 나머지 78.5%(58,147명)는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2010)의 통계치를 감안한다면, 학교급식

소는 비정규직 직원 비율이 높아서 일반 조직과 다른 인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소속

감이 낮을 뿐 아니라 업무 수행에 수동적인 경향을 띈다

(11). 반면 정규직은 일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일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나, 조직입

장에서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정규직

원의 고용을 꺼려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

영측면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적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직

원의 불만족 요인 규명과 고용형태별로 효과적인 인력 관리

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의 인적 자원 관리자는 

비정규직 직원의 불만 요인을 파악하고, 동기부여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인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행 연구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직무 만족 및 

조직 몰입도가 높았고, 직무 만족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주

며(12), 특히 직무 만족 요소 중에 임금, 승진, 업무 참여도, 

그리고 직무 자체가 조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

하였다(11). 한편 고용 특성이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직무 만족에는 고용형태가 조절 효과가 없으며 

비정규직의 직무 만족이 정규직에 비해 낮은 원인을 단순히 

고용 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 연구도 있다

(13). 국외 연구에서는 몰입형의 인적 자원 관리가 통제형의 

인적 자원 관리보다 생산성 향상과 이직 감소를 유도한다고 

지적하였고(14), 정규직원에게는 몰입형의 인적 자원 관리,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비정규직 인력은 통제형의 인적 자원 

관리를 수행할 때 기업 성과가 향상된다고 하였다. 외식 산

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도 몰입형 인적 자원 관리가 

통제형 인적 자원 관리보다 더 높은 성과를 유도하였다. 비

용절감 목적으로 임시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품질 향상

에 몰입하는 것이 인재 육성에 더 효과적임을 지적하였고, 

임시직원의 경우 업무 성과에 따라 적절히 보상할 때 업무 

성과가 더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용유형에 따른 인적 자원이 

조직에 느끼는 정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조직에 

대한 직원의 몰입도가 업무 수행력과 만족에 연관되어 있으

며(6), 급식 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학교급식의 경우 노동집약적 특성을 지닌 업무 활동이며, 

인적 자원을 관리 여하에 따라서 다른 직무 성과를 보일 수 

있으나, 인적 자원 활동, 직무 몰입도를 직무유형에 따라 비

교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학교급식의 성공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인적 자원 관리 수준을 평가하

고, 직원의 조직 몰입도, 생산성을 평가하여 이 요소들 간의 

상호관련성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정규직과 비정규

직간에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입도에 대한 평가 결

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급식소 직원을 대상으로 

(1) 학교급식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입도 수준을 평가하고 (2) 학교급식의 운영 자료를 

토대로 생산성을 분석한 후에 (3)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입도,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4) 고용유형과 직무유형에 따라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입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학교급식소에서 실시하는 인적 자원 관리 활

동, 직원 몰입도, 급식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고용형

태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Fig.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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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from food service sfaff>                 <Data from food serive
                                                                    operation>

Fig. 1. Research model1). 1)Hypothesis 1- 
1, hypothesis 1-2, and hypothesis 2 were 
separately tested with stepwise regression. 
Hypothesis 3-1 and hypothesis 3-2 were 
tested with the Pearson correlation. Em-
ployment types consist of regular position 
(N=158) and irregular position (N=142). 
Total numbers of foodservice staff are 300 
and numbers of foodservice facilities are 
60.  

같다. 

가설 1. 고용유형에 따라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

입도 수준은 다를 것이다.

1-1) 고용유형에 따라 인적 자원 관리 활동에 차이가 있

을 것이다.

1-2) 고용유형에 따라 조직 몰입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학교급식소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조직 몰입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입도는 학교급식 

생산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3-1)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활발하면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3-2) 직원의 조직 몰입도가 높으면 급식소의 생산성은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 성남･용인지역 학교급식소에서 급식업무

를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대상 급식소는 성남지역 40개교, 용인지역 40개

교를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고 각 학교당 영양사 1명,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 조리원 2명, 계약직 조리원과 파트타

임 조리원 2명 총 5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이메일(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고 회수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1

년 3월 9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400부가 배부되었고, 300부가 회수되어 75%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지 내용 구성 

설문지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human resource man-

agement), 조직 몰입도(organization commitment), 응답

자 일반사항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인적 자원 관리 활

동은 Kwak 등(2), Im 등(6)을 참조하여 인력 확보(recruit-

ment), 직원 교육(training), 경력 개발(career develop-

ment), 보상 관리(reward management), 근로 조건(working 

condition), 근로 환경(working environment), 이직 관리

(separation management), 수행력 평가(performance 

appraisal) 등에 관한 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직 

몰입도는 헌신성(devotion), 애사심(loyalty), 자부심(pride)

의 3항목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근무 중인 급식소에서 수행

하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의 정도와 현재 설문응답자가 조직 

몰입도에 관한 실천 정도를 평가 척도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최

종학력, 결혼여부, 근무경력, 고용형태를 질문하는 6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학교 영양사에게는 조사대상 학교의 급식관리 특성을 묻

는 질문지를 추가로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운영형태, 학교

유형, 운영연수, 식단가, 급식인원, 인원수 및 근무시간, 월

평균 매출액, 월평균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자료를 

통해 급식소 생산성 지표(2,10)인 작업시간당 급식수, 1식

당 작업소요시간(분), 1식당 노동비, 정규직원 환산수, 정규

직원 환산 1인당 급식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작업시간당 급식수(식수)=1개월간 총 급식수/

  직원 총 근무시간(1개월)

1식당 작업소요시간(분)=1개월간 총 근무시간(분)/

  총 급식수(1개월)

1식당 인건비(원)=1개월의 총 인건비/1개월간 총식수

정규직원 환산수(명)=1개월간 작업자의 총근무시간/

  (8시간×1개월 운영일수)

정규직원환산 1인당 급식수(식수)=1개월의 총 급식수/

  정규직원 환산수

조사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Minitab ver 14.0 통계 프로그램(Minitab 

Inc., State College, PA,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

사대상자와 학교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정도를 측

정하는 27개의 문항은 주성분 분석법(principle compo-

nents)과 배리맥스(varimax) 회전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고용유형과 직무유형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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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300)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Female

  0
300

  0.0
100.0

Age (years old)

30 less
30～40 less
40～50 less
50 and over

 11
 63
181
 45

  3.7
 21.0
 60.3
 15.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or higher

  0
  8
201
 24
 67

  0.0
  2.7
 67.0
  8.0
 22.3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268
 32

 89.3
 10.7

Working experience (years)

1～3 less
3～5 less
5～10 less
10 and over

126
 42
 77
 55

 42.0
 14.0
 25.7
 18.3

Working experience (years)

1～3 less
3～5 less
5～10 less
10 and over

126
 42
 77
 55

 42.0
 14.0
 25.7
 18.3

Employment status 

Nutrition teacher 
Unlimited period contract dietitian
Contract dietitian
Public official cook
Unlimited period contract cook 
Contractor worker (8 hours)
Contractor worker (less than 8 hours)

 22
 16
 22
 10
110
106
 14

  7.3
  5.3
  7.3
  3.3
 36.7
 35.3
  4.7

활동, 조직 몰입도의 집단 간 평균비교는 t-test를 실시하였

다. 직무 몰입도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의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

였다.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조직 몰입도, 생산성 간의 관련성

은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   과

설문응답자의 일반사항

설문응답자 300명의 일반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설문응답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그중에서 

268명(89.3%)이 기혼자였으며, 60.3%가 40~50세 미만의 

연령층이었고,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

업자(201명, 67.0%)였고, 2년제 전문대학 8%,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22.3%의 분포를 보였다. 근무경력은 1~3년 

미만이 126명(42.0%)으로 가장 많았지만, 5~10년 25.7%, 

10년 이상 18.3%로 5년 이상 경력자도 44%에 달했다. 고용

형태는 영양사 19.9%, 조리사 40%, 조리원 40% 분포를 보

였다. 영양사는 영양교사 22명(7.3%), 무기계약직 영양사 

16명(5.3%), 계약직 영양사 22명(7.3%)으로 구성되었고, 

조리사의 경우 정규 조리직 공무원 10명(3.3%), 무기계약직 

조리원 110명(36.7%)이었다. 일반 조리원은 계약직 조리원 

106명(35.3%), 파트타임 14명(4.7%)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학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급식 운영형태는 60개교(100%) 모두 직영

이었고, 학교유형은 50%가 초등학교였고 중학교와 고등학

교는 각 25%의 분포를 보였다. 운영 연수는 50%가 10년 

이상 학교급식을 운영해 왔고, 1~3년된 학교도 20%에 달했

다. 식단가는 43.3%가 2,000원~2,500원 수준이었고, 33.3 

%가 3,000~3,500원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점심 급

식만 제공하였고, 저녁 급식도 제공하는 곳은 15곳, 아침 

급식까지 제공하는 곳은 1곳으로 조사되었다. 급식 인원은 

점심에 1,000명 이상 제공하는 곳이 48.3%로 가장 많았고, 

저녁에는 700명~1,000명 미만이 46.7%로 가장 많았다. 아

침, 저녁 급식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적 자원 관리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Table 3은 인적 자원 관리 활동에 대한 27개의 변수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변수 중 요인

적재값이 0.6 이하인 ‘퇴직자 지원’, ‘근무처 이동’의 2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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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foodservice operations                                                              (N=60)
         Characteristics Category N %

Operation status Self-operation
Contracted management

60
 0

100.0
  0.0

School typ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30
15
15

 50.0
 25.0
 25.0

Operation years (unit: year)

1～3 less
3～5 less
5～7 less
7～10 less
10 and over

12
 5
 7
 6
30

 20.0
  8.3
 11.7
 10.0
 50.0

Menu charge (unit: won)

2,000～2,500
2,500～3,000
3,000～3,500
3,500 and over

26
13
20
 1

 43.3
 21.7
 33.3
  1.7

Number of meal (unit: meal)

Breakfast (N=1) 50 less  1 100.0

Lunch (N=60)

500 less
500～700 less
700～1,000 less
1,000 and over

 6
 5
20
29

 10.0
  8.3
 33.3
 48.3

Dinner (N=15)

500 less
500～700 less
700～1,000 less
1,000 and over

 2
 2
 7
 4

 13.3
 13.3
 46.7
 26.7

수를 제외하고 총 8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

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각 변수의 요인적재값이 0.661 이상이어서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Cronbach' α값 또한 근로환경 

0.591을 제외하고 모두 0.62~0.82로 높은 수준이어서 신뢰

도를 확보하였다(16). 

인적 관리 활동은 요인분석 결과 ‘인력 확보’, ‘직원 교육’, 

‘경력 개발’, ‘보상 관리’, ‘근로 조건’, ‘근로 환경’, ‘이직 관

리’, ‘수행력 평가’ 8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학교급식소의 인

적 자원 관리 활동은 직원 교육(3.51)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근로 환경(3.39), 이직 관리(3.37), 수행력 평가

(2.82), 인력 확보(2.81), 경력 개발(2.03), 보상 관리(1.73) 

순으로 평가되었으며, 근로 조건(1.56)에 관한 관리 활동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인적 자원 관리 활동에 관한 직원 평가

직무유형에 따른 인적 관리활동: 학교급식소의 직무유형

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 활동에 관한 직원 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직무유형별로 보면, 영양사

(3.00)가 조리원(2.57)보다 인적 관리 활동을 유의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P<0.001), 근로 환경 요인에서만 영

양사(3.32)와 조리원(3.40)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영양사의 경우 교육(3.89), 이직 관리(3.82), 확보 관리

(3.52), 작업 환경(3.32), 수행력 평가(3.05) 영역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조리사의 경우 훈련(3.42), 

작업 환경(3.4), 이직 관리(3.25)에서만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영양사보다 학교급식에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미흡

하다고 평가하였다. 보상 관리(1.95)와 작업 조건(1.82)은 

영양사, 조리원 모두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고용유형에 따른 인적 관리 활동: 고용유형별로는 정규직

(2.75)이 비정규직(2.55)보다 인적 관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P<0.001). 8영역 중에서 근로 

환경 요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규직원이 더 높게 평가

하였다(P<0.05).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유형 간에 평가 차이가 많이 

난 영역은 인력 확보, 수행력 평가 영역이었다. 인력 확보 

영역에서 비정규직원들은 정규직원보다 인력의 확보 계획, 

채용의 공정성,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활동을 낮게 평가하

였다(P<0.001). 두 번째로 차이가 많이 난 수행력 평가 영역

에서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은 수행력 기준의 적합성, 수행

력 평가의 공정성에 관해 큰 견해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원

이 비정규직원보다 높게 평가한 영역은 직원 교육 영역의 

직무 순환(P<0.01), 경력 개발 영역의 경력 인정 활동(P< 

0.05), 보상 관리 영역의 다양한 직원 혜택(P<0.001), 개인

별 팀별 보상제도(P<0.05), 보상 관리에 대한 만족도(P< 

0.05), 근로 조건 영역의 경쟁력 있는 급여로 나타났다. 

조직 몰입도: 조직 몰입도 평가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났

다. 직무 몰입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65점이었고 헌신

(3.82)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애사심(3.63),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measure instrument

   Factor Variables Mean±SD Factor 
loading

Eigen
values

Rotation sum of 
squared loadings: 
cumulative (%)

Cronbach'
α value

Recruitment

Recruitment planning 
Fairness of hiring process
Implementation of orientation for new employee
Disposition of personnel with consideration of 

aptitude and skill

2.90±1.09
3.44±0.92
2.20±1.17
2.69±1.03

0.823
0.736
0.720
0.749

2.299 57.482 0.750

Subtotal 2.81±0.80

Training

Providing job training 
Offering a variety of information on job
Job rotation    
Cross-training

3.73±0.97
3.10±0.92
3.76±0.99
3.46±0.94

0.661
0.681
0.829
0.850

2.374 39.564 0.787

Subtotal 3.51±0.74
Career
development

Support for self-development
Recognition of career experience 

1.98±0.88
2.07±1.07

0.875
0.792 1.620 27.008 0.627

Subtotal 2.03±0.83

Reward
management

Compensation for job performance    
A variety of employee benefits
Individual or team compensation system
Choice of benefit programs
Satisfaction of compensation management system 

1.53±0.67
2.14±0.94
1.60±0.73
1.69±0.76
1.69±0.80

0.765
0.681
0.854
0.794
0.816

3.074 61.488 0.834

Subtotal 1.73±0.61
Working
conditions

Competitive paying system 
Fairness of promotion opportunities

1.62±0.71
1.50±0.65

0.873
0.878 1.547 38.666 0.699

Subtotal 1.56±0.60
Working
environment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Effective communication on job

3.24±1.10
3.53±0.89

0.842
0.843 1.420 35.496 0.581

Subtotal 3.39±0.84

Separation
management

Appropriate workforce reductions 
Interview before lay-off
Alternative personnel support 

3.20±0.95
3.47±0.98
3.42±1.05

0.795
0.861
0.703

1.891 37.810 0.709

Subtotal 3.37±0.79

Performance
appraisal

Appropriate performance standards 
Fairn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Interviews after performance appraisal 

2.90±0.77
2.90±0.81
2.66±0.86

0.859
0.911
0.812

2.227 74.242 0.823

Subtotal 2.82±0.70

Table 4.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by job and employment types

         Factor
Job types

 t value
Employment type

t valueNutrition teacher
/Dietitian (N=60) 

Kitchen worker
(N=240)

Regular position 
(N=158) 

Irregular position
(N=142)

Recruitment
Training
Career development
Reward management
Working conditions
Working environment
Separation management
Performance appraisal

3.52±0.68
3.89±0.64
2.35±0.82
1.95±0.71
1.82±0.72
3.32±0.68
3.82±0.62
3.05±0.66

2.63±0.72
3.42±0.74
1.95±0.82
1.68±0.57
1.50±0.54
3.40±0.88
3.25±0.79
2.76±0.70

 8.616***

 4.530***

 3.418***

 3.131**

 3.234**

-0.816
 6.015***

 2.904**

2.97±0.83
3.60±0.75
2.12±0.85
1.82±0.63
1.65±0.61
3.37±0.78
3.47±0.83
2.93±0.69

2.63±0.72
3.42±0.73
1.92±0.81
1.63±0.57
1.46±0.56
3.40±0.91
3.26±0.74
2.69±0.69

 3.746***

 2.189*

 2.133*

 2.832**

 2.754**

-0.389
 2.319*

 3.088**

       Total mean 3.00±0.45 2.57±0.43  6.852*** 2.75±0.45 2.55±0.45  3.954***

*P<0.05, **P<0.01, ***P<0.001.

직영학교급식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조직 몰입도, 생산성 167



168 이  옥 ․조민주 ․장혜자

Table 5. Organization commitment by the job and employment types                                           (mean±SD)

Variables Total
Job type 

t-value
 Employment type

t-valueDietitian
(N=60) 

Workers
(N=240)

Regular position1)

(N=158) 
Irregular position2)

(N=142) 
Devotion
Loyalty
Pride

3.82±0.72
3.63±0.73
3.50±0.78

3.83±0.62
3.65±0.73
3.58±0.87

3.81±0.74
3.62±0.73
3.48±0.75

0.224
0.276
0.852

4.01±0.66
3.84±0.67
3.69±0.76

3.61±0.72
3.39±0.71
3.29±0.75

4.980***

5.661***

4.607***

Total3) 3.65±0.65 3.69±0.65 3.64±0.65 0.549 3.85±0.58 3.43±0.65 5.866***

***P<0.001.
1)Regular position: nutrition teacher, unlimited period contract dietitian, public official cook, unlimited period contract cook.
2)Irregular position: contract dietitian, contract workers (8 hours, less than 8 hours).
3)Cronbach' alpha value: 0.843.

Table 6. Measurements of productivity by school foodservice types                                            (mean±SD)

Productivity index Tota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F value

Meals per working hours (meals)1)

Working hours per meals (min)2)

Labor cost per meal (won)3)

Full-time equivalents (person)4)

Total meals per full-time equivalents (meals)5)

 13.7±2.2
  4.5±0.9
500.3±94.3
 10.6±4.7
109.6±17.7

 12.8±2.0
  4.8±0.9
523.0±89.7
  8.3±2.4
102.6±15.8

 13.8±1.2
 4.39±0.4
464.5±49.2
  9.3±1.7
110.0±9.5

 15.4±2.5
  4.0±1.0
490.7±125.6
 16.4±5.4
123.4±20.4

 8.610***

 4.595*

 2.100
31.222***

 8.610***

*P<0.05, ***P<0.001. 
1)Meals per working (meals)=total meals/total working hours.
2)Working hours per meals (min)=total working hours (min)/total meals.
3)Labor cost per meals (won)=total labor cost/(1 day meals×20 day).
4)Full-time equivalents (person)=total working hours/8 hours.
5)Total meals per full-time equivalents (meals)=total meals/full-time equivalents. 

자부심(3.50) 순이었다. 영양사(3.69)와 조리직 종사원(3.64) 

간에는 조직 몰입도에 차이가 없었다. 영양사와 조리원 모두 

자신의 업무 헌신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애사심, 자

부심 순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고용유형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정규직

(3.85)이 비정규직(3.43)보다 높은 직무 몰입도를 보였다

(P<0.001). 특히 정규직원의 업무 헌신도는 4.01점 수준으

로 충성심(3.84)과 조직에 대한 자부심(3.69)보다 높게 평

가되었고, 3항목 모두 비정규직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급식생산성 분석: 본 급식생산성은 Table 6에 제시하였

다. 학교유형별 분석 결과, 작업시간당 급식수는 초등학교 

12.8식, 중학교 13.8식, 고등학교 15.4식으로 고등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1식당 작업

소요시간(분)은 초등학교 4.8분, 중학교 4.4분, 고등학교 

4.0분으로 초등학교가 고등학교, 중학교보다 유의적으로 길

었다(P<0.05). 한 끼 식사당 인건비(원)는 초등학교가 523.0

원, 중학교가 464.5원, 고등학교 490.7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제근로자

의 업무시간을 포함시켜 정규직원 환산수를 계산해 본 결과 

학교급식 평균 정규인력 환산수는 초등학교는 8.3명, 중학

교 9.3명, 고등학교 16.4명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원 1인당 

1일 급식수(명)는 초등학교 102.6명, 중학교 110.0명, 고등

학교 123.4명으로 고등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보다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이상의 생산성 지표에서 

고등학교급식의 생산성이 초등학교보다 높았다.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조직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직원 

채용, 교육 훈련, 경력 개발, 보상 관리, 작업 환경, 작업 조

건, 이직 관리, 수행력 평가와 같은 8영역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조직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그 결과 인적 관리 활동 중 

수행력 평가활동(β=0.2921, P<0.05)만 조직 몰입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고, 그 외의 

변수들은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 모형의 모델 적합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되었다(R2=0.07).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조직 몰입도, 생산성 요인 간의 관

계: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산성과 상관계수 0.432로 나타나 양의 상호관련성을 보

였다(P<0.001). 따라서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즉 인적 자

원 관리 활동이 높게 평가된 학교급식소는 작업시간당 급식

수의 생산성 지표값이 높았다. 직무 몰입도와 생산성 간의 

상관계수는 0.360(P<0.01)이었고, 이 역시 직원의 직무 몰

입도가 높은 학교급식소는 생산성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

로 가설 3-2도 채택되었다. 인적 자원 활동과 직무 몰입도의 

관계에서는 상관 계수가 0.244로 P값이 0.06으로 조사되어 

신뢰구간 95% 범위 안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뢰구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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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s of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actor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 F value R2

Beta
Staffing
Training
Career development
Reward management
Working conditions
Working environment
Separation management
Performance appraisal

0.064
0.013
0.134
-0.005
-0.151
0.166
0.035
0.292

 0.544
 1.037
 0.336
-0.435
-0.879
 0.092
 0.947
 2.329*

5.424* 0.07

*P<0.05.  

Table 8. Correlation among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roductivity1)

Variable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Productivity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Productivity

1 0.2442)

1
    0.432*** 

    0.360**

      1
*P<0.05, **P<0.01, ***P<0.001.
1)Sample number was 60 because data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roductivity were calculated

by school foodservice operation.
2)P value was 0.06.

범위 내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7). 

고   찰

본 연구는 직영 학교급식소의 직원들이 인지하는 인적 자

원 관리 수준을 채용, 교육, 경력 개발, 보상, 작업 조건, 작업 

환경, 이직 관리, 수행력 평가로 나눠 살펴보는 한편 급식 

인력의 조직 몰입도와 급식 생산성을 조사함으로써 이들 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또한 고용형태에 따라 인

적 자원 관리, 직무 몰입도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학교급식소에서 전개되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중에서 가

장 활발하게 수행되는 영역은 직원 교육(3.51)이었고, 보상 

관리(1.73)와 근로 조건(1.56) 관리 활동은 미흡한 수준이

어서 개선이 요구되었다. 직영 학교급식소 정규직원은 비정

규직원들보다 근로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P<0.001). 비정규직원은 

특히 근로 조건(1.46)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직무유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영양사가 조리원

보다 근로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7영역에서 유의적으로 높

게 평가하였다(P<0.001). 이러한 결과는 타이완의 외식산

업계의 정규직원과 시간제직원을 대상으로 조직관리 관련 

활동을 평가한 연구에서 정규직원이 시간제직원에 비해 조

직의 고용 유지 전략, 보상과 인센티브, 후생 복리 및 기타 

서비스, 기술 교육, 잠재력 개발, 경력 개발, 직원 이직 관리 

활동을 높게 평가한 반면에 비정규직원은 후생 복리 제도에 

가장 높은 불만족을 보였다(15)는 연구와 유사하였다. 다시 

말해 두 연구 모두 정규직원은 비정규직원보다 조직의 인사 

관리 정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하였고, 비정규직원은 보상 관

리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직원의 조직 몰입도를 헌신성, 

충성심, 조직에 대한 자부심으로 평가하였다. 직원의 조직 

몰입도(3.65)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7,18). 직무

유형별로 영양사(3.69)와 조리직원(3.64) 간에는 유의적 차

이가 없었으나 고용유형에서 정규직(3.85), 비정규직(3.43) 

간에는 유의적 차이(P<0.001)를 보였다. 학교급식소를 대

상으로 급식업체 조리종사자의 감성 지능과 조직성과의 관

계를 분석한 연구(18)에서 직원의 감성 지능이 높을수록 직

무 만족이 높았고, 직무 만족은 다시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체인 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조직 

몰입도를 조사한 연구(7)에서 조직에 대한 자부심, 조직에 

계속적 근무 욕구, 타인에게 조직 권유, 조직 가치와 자신 

가치 간의 유사성으로 조직 몰입도를 측정한 결과 직무 수행

과 관련된 능력이 뛰어날수록 조직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보

고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직 몰입도를 분석한 연구

(19)에서 비정규직은 과업의 정체성보다 과업 중요성이 조

직 몰입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직무 만족이 높아질수

록 조직 몰입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비정규직

에서 중요한 과업을 위임하고 우호적인 동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하는 것이 직무 몰입 유도에 중요하

다고 지적하였다. 커피브랜드 전문점의 시간제근로자를 대

상으로 직무 만족, 업무성과와 조직 몰입도 관계를 분석한 

연구(20)에서 시간제근로자의 직무 만족은 조직 몰입에 양

의 영향을 미쳤고, 직무 몰입도도 업무 성과에 양의 관련성

을 보였지만 시간제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는 업무 성과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직무 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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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만족하더라도 업무 경험이 적으면 업무성과를 낼 수 

없으므로 직원 채용 시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고, 시간제근로

자의 낮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정규직원은 정규직원보다 자부

심과 충성심을 낮게 평가하였는데, 보상 영역이 개선된다면 

직무 만족과 자부심, 충성심이 높아져 조직 몰입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서 비정규직의 사기를 진작시

키고, 직무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중에서 수행력 평가 

영역(표준화 β=0.292, P<0.05)만이 조직 몰입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 모형의 적

합도는 7.0%로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를 필요

하며, 후속 연구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급식소만을 대상으로 이들 관계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겠

다. 종합적 품질경영(TQM)을 수행하는 사업체 급식소의 조

직 몰입도를 평가한 연구(6)에서 조직 몰입도는 직영(3.27

점/5점)과 위탁(3.31점) 급식소 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위탁급식소의 경우 TQM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수록 영

양사의 직무 만족이 향상되고 조직 몰입도가 증가한 반면,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미흡하게 진행되었던 직영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위탁급식소

에서 직영급식소보다 더 적극적인 인사 관리와 직원 평가 

제도에 의한 승진과 보상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비

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던 수행력 평가 영역만 조직 몰입도에 

영향을 주었고 나머지 교육, 인력 확보, 직원 교육, 보상 관리 

등은 조직 몰입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

서 직영 학교급식소는 영양사 업무 평가뿐만 아니라 조리원

의 수행력 평가를 포함하여 직원 교육, 보상 관리 등의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활동 전개의 필요성

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에서 직영 학교급식소의 생산성은 작업시간당 급

식수 13.7명, 1식당 작업소요시간 4.5분, 한 끼 식사당 인건

비 500원, 정규직원 1인당 1일 급식수 109.6명으로 나타났

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지표는 작업시간당 

급식수(15.4식), 1식당 작업소요시간(4.0분), 정규직원 1인

당 1일 급식수(123.4식)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생산성

이 높게 평가되었다(10). 그 이유는 하루 1끼를 급식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하루 3끼를 급식하고 

있어서 인력, 식품, 설비 등의 투입자원이 더 절감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생산성 지표값은 고등학교급식소

에서 전처리 식재료의 사용 후에 정규직원 1인당 급식 인원

수 148.7명, 1식당 작업소요시간은 3.5분, 1식당 인건비 

302.0원으로 보고한 결과(10)보다 다소 떨어진다. 또한 초

등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생산성을 분석한 연구(21)에서 

조리인력 1인당 평균 식수는 단독조리교 114식, 공동조리

교 85식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정규직원 1인당 급식수는 

공동조리교보다는 높고 단독조리교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운영 형태, 즉 직영급식

소와 위탁급식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위탁급식소에서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급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학교급식소의 인적 자원 관리 활

동과 생산성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무 몰입도와 생산

성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학교급식소는 생산성이 높았고, 직원의 조

직 몰입도가 높은 급식소는 생산성도 높았다는 것을 입증하

였다. 다만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입도 간에는 유의

확률 10% 이하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직영 학교급식소에서 직원 채용, 교육, 직무 수행

력 평가, 보상 관리, 작업 조건 등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입도 간의 

양의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2,6,1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급식소의 인적 자원 관리 

담당자는 직원의 업무 수행력 개선과 조직 몰입도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채용 절차, 교육 프로그램 설계, 경력 개발, 

보상관리, 작업 조건, 작업 환경, 이직 관리, 수행력 평가 

활동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원의 인사 관리 정책은 

적당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인사 정책과 더불어 정서적 만족

감, 일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 주는 업무 부여와 인정과 보상

을 강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입도의 

관계를 설정하는 모델의 설명력이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수급식

소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 설계를 통하

여 인적 자원 관리와 조직 몰입도의 관리, 생산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경기 성남･용인 지역 학교 영양사 60명, 조리원 

24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소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의 수

행수준에 대한 인식도와 조직 몰입도를 살펴보고, 생산성을 

분석하여 이들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정규

직원과 비정규직원이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직 몰입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고, 60.3 

%가 40대, 89.3%가 기혼자이며, 42.0%가 1년~3년의 근무 

경력을 지녔고 정규직이 53.6%, 비정규직이 47.3%였다. 인

적 관리 활동은 ‘인력 확보’, ‘직원 교육’, ‘경력 개발’, ‘보상 

관리’, ‘근로 조건’, ‘근로 환경’, ‘이직 관리’, ‘수행력 평가’ 

8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들 영역 중에서 학교급식소는 ‘직

원 교육’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상 관

리, 근로 조건 영역의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 보상제도, 복리 후생 제도에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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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직원혜택에 관한 개발이 필요하였다. 고용유형별로

는 정규직(2.75)이 비정규직(2.55)보다 근로 환경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인적 관리 활동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P<0.001). 특히 인력 확보 관리, 채용의 공정성,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 수행력 기준의 적합성, 수행력 평가의 공정성

면에서 비정규직원이 낮게 평가하였다. 직영 학교급식소의 

생산성은 작업시간당 급식수는 13.7명, 1식당 작업소요시

간 4.5분, 한 끼 식사당 인건비는 500원, 정규직원 1인당 

1일 급식수는 109.6명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 관리, 조직 

몰입도, 생산성의 관계 분석에서는 인적 관리 활동 중에서 

수행력 평가 영역만 조직 몰입도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쳤고

(β=0.292, P<0.05), 직영학교급식소의 인적 자원 관리 활

동과 급식생산성(작업시간당 급식소)은 양의 상관관계

(r=0.432, P<0.001)를, 직원의 조직 몰입도와 생산성도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36, P<0.01). 이상의 결과에서 

학교급식 관리자는 급식생산성은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조

직 몰입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조직의 성공

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 목적에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 활동

의 계획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직무 수행력 평가는 직무 몰입도 향상에 주요 영향

인자임을 인식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학교급식의 특성

을 감안하여 정규직원뿐 아니라 비정규직원의 니즈를 반영

한 인적 자원 관리 활동과 직무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이룩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보상 관리 활동의 

적극적 전개가 요구되었는데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 “개

인 또는 팀별 보상제도”와 근로 조건 “경쟁력 있는 급여”, 

“승진기회의 공정성”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평가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겠다. 특히 비정규직원 교육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상 

체계를 유연하게 구사한다면 조직 몰입도와 더불어 생산성

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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