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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 리지원센터 직원의 업무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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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nformation on difficulty of performing tasks, degree of 
task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s well as investigate correlations 
among these factors. Data were collected on employees working at Centers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which had been operating for over 6 months until December 2013. The recruitment period was from December 16, 
2013 to January 30, 2014. A total of 228 employees (79.7%)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227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data utilizing the SPSS V20.0 and AMOS V21.0 program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ask satisfaction of employees in charge of ‘visiting-teaching’ for 
children was highest (4.24 points), whereas that of employees in charge of financial management was lowest (2.92 
points). In terms of evaluation of job satisfaction factors, the score of ‘co-worker’ was highest (3.99 points) while 
that of ‘payment’ was lowest (2.45 points). Average scores of general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were 3.56 points, 3.54 points, and 3.07 points, respectively. Job achievement was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on general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path analysis results, the degree of task satisfaction affecte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had 
a more significan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an job satisfaction and mediate both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lthough employees of CCFSMs endeavor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care facility foodservice, some 
facilities do not. Controlling turnover intention of employees is especially critical for CCFSMs since it is important 
for each employees to form strong bonds with child-care facilities as well as to shorten the time required to train 
new employees. Thus, job satisfaction, which is relate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can 
be improved by considering poorly scored job satisfaction factors such as wage or work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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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

별법’을 제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였으며(1), 효과적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1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

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단체

급식의 체계화, 어린이의 균형 성장, 학부모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3).

2013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총 88개소가 설치되

어 약 30만 명의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았고 사업의 효과성

을 인정받아 앞으로 2017년 500여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141만 명의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고 약 5,000

여명의 영양사가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4). 어린이급식관

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소에 속한 어린이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 수혜를 제공하므로(5) 영양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

며 이를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직무만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6). 직무만족과 같

은 조직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인식이 

조직의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업 성패를 좌우하

기에 매우 필요하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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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이란 직무 자체나 직무와 관련된 경험에서 기인

하는 개인의 즐거운 혹은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9). 조

직몰입이란 조직에 대한 심리적 동일시, 일체감, 정서적 애

착을 나타내며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수용, 조직을 위한 의지와 몰입의 정도이다(10). 이

직의도란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하

고 현 직장을 떠나려는 것을 의미한다(11). 이직의도는 실제 

이직의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후에 이직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상태이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이직 행동

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직의도와 이직

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직의도가 

실제로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12).

현재까지 직무성과를 높이는 변인으로서 직무만족을 분

석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13). 전통적인 직무만족과 성

과 간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가설은 크게 종업원의 만족이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에 근거하는 사회교환 이론

(13,14)과 높은 성과에 따라 높아지는 보상의 정도에 의해 

직무만족이 결정된다는 기대이론(13,15)이 있다. 직무만족

과 마찬가지로 조직몰입도 직무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16).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

나(17) 직무만족은 자신의 일(직무)과 관련된 정서적 반응

인 반면, 조직몰입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이라는 특징을 가진다(18).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높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

요한 요인으로 보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는 센터에

서 수행한 사업의 결과나 효과성을 보고한 연구가 주를 이루

었다(19-25). 따라서 선행연구(26)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만족,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조사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효과를 높이

고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선행연구(26)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전국의 어린이급

식관리지원센터 62개소 중 운영 기간이 2013년 12월 기준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인 35개 센터의 센터장을 제외한 팀

장 및 팀원 2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청주센터

의 팀장과 팀원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이루어졌

다. 본 조사에 이용되는 설문지는 12월 27일 우편을 통하여 

각 센터로 발송되었고 배포된 설문지는 우편을 통하여 2014

년 1월 30일까지 수거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 해당하

는 35개 센터 중 30개소로부터(85.7%) 총 228부가 회수되

었고(회수율 79.7%), 응답이 미흡한 1부를 제외한 227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분석률 79.3%). 

설문지 구성

직무만족과 관련된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되

었고(27-30), 센터의 근무 환경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관계나 회원 어린이 급식소와의 관계와 

같은 문항이 추가되었다. 전반적 직무만족에 대한 문항 1개

를 포함하여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요인분석 결과 총 

9개의 단면직무만족 요인이 산출되었다(Cronbach's α= 

0.58~0.88). 조직몰입을 측정하기 위하여 Allen과 Meyor 

(31)가 개발한 정서적 몰입에 관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Cronbach's α=0.90). 이직의도

를 측정하기 위해서 Lawler(32)가 개발하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수정･보완한 도구(33)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Cronbach's α=0.92).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의도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의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20.0(PC SPS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 USA)과 AMOS 21.0(IBM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조

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통계분석 및 

χ2 검정을 실시하였고, 직무만족도의 공통요인을 산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이 1 이상인 값을 기

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한 후 oblimin 사각회전 하였

으며 패턴행렬 값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문항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한 reliability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끼치는 단면직무만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업무만족 및 배경변인이 직무

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AMOS 20.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단면직무만족 요인 분석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28). 

조사대상자 중 25~3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이 105명

(46.3%)으로 가장 많았고 팀장(21.6%)에 비해 팀원의 비율

(78.4%)이 높았으며 미혼인 경우가 165명(73.7%)으로 높

았다. 현 직장의 근속년수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가 

94명(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지 일반사항은 대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약 90%에 이르

고, 센터 예산 규모는 3억에서 7억에 이르는데 이 중 4억인 

경우가 87개소(38.3%)로 가장 많았다. 

단면직무만족 요인 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직무에 대한 전반적 정서

적 반응에 대해 조사하는 전반적 직무만족 측정과 직무의 

각 단면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 값을 합하여 직무만족 점수로 

사용하는 단면(적) 직무만족 측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단면직무만족에 해당하는 30개의 문항과 전반적 직무만족 



Table 1. Factor analysis of facet job satisfaction 

Measurement items Eigen
value

Factor 
loading Communality Cronbach's α

Factor 1. Supervision 8.805
My immediate supervisor is dogmatic (R).
I am working under the excessive supervision by my immediate supervisor (R).
My immediate supervisor is so competent in working that works are under control.

0.944
0.836
0.492

0.888
0.845
0.504

0.852

% of variance 29.349%
Factor 2.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2.547
The answers from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 

KFDA) about the inquiries on matters not described in the work guideline 
are clear and definite.

Work guidelines by KFDA is well defined.
Annual work evaluation by KFDA can represent each center's work performance 

objectively.
The number of work evaluation is proper.

0.762

0.750
0.497

0.327

0.656

0.654
0.458

0.372

0.759

% of variance 8.579%
Factor 3. Work related organizations 2.201
Work on programs together with other CCFSMs
Share ideas or programs with other CCFSMs 
Share ideas or programs with work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public health 

center,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Work on programs together with work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public 

health center,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0.786
0.629
0.627

0.466

0.647
0.418
0.681

0.569
0.801

% of variance  7.336%
Factor 4. Pay 1.785
I am satisfied with my salary.
Salary regulation is proper and reasonable.
Salary increase rate is satisfactory.

0.874
0.840
0.661

0.821
0.863
0.525

0.884

% of variance  5.948%
Factor 5. Co-workers 1.380
Co-workers are enthusiastic to help other employees when one is busy.
The relationship among co-workers is amicable.

0.913
0.798

0.794
0.671 0.818

% of variance  4.601%
Factor 6. Job achievement 1.319
My job corresponds with my aptitude. 
I am proud of my job.
My job i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in the community.

0.803
0.743
0.714

0.738
0.801
0.569

0.852

% of variance  4.397%
Factor 7. Work load 1.226
Due to proper work-load, I can finish my duty within work-hour.
Sudden extra works can be covered with enough time for preparation.
Due to the heavy work load, unplanned extra tasks increase work burden (R).
I can take annual leave freely without pressure on work. 

0.846
0.747
0.594
0.367

0.724
0.647
0.375
0.414

0.758

% of variance  4.087%
Factor 8. Child-care facilities 1.045
Child-care facilities are enthusiastic to amend requirements pointed by CCFSM 

employees.
Child-care facilities recognize the employees' professionality.
Child-care facilities are enthusiastic to join the programs offered by CCFSMs.

0.636

0.572
0.539

0.610

0.725
0.594

0.817

% of variance  3.484%
Factor 9. Working condition 1.002
Discontent with contract employment position (R) 
Discontent with current promotion system (R)
Jobs will be sustained as the business of CCFSMs will continue.
There are some benefits which are not offered even though these seem necessary 

for employees.

0.459
0.369
0.363
0.202

0.501
0.301
0.342
0.249

0.583

% of variance 3.339%
Total 71.1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업무 및 직무 만족과 몰입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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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위한 1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직무

만족을 조사하였다. 

단면직무만족 조사도구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0개 관측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9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은 29.349%, 요

인 2는 8.579%, 요인 3은 7.336%, 요인 4는 5.948%, 요인 

5는 4.601%, 요인 6은 4.397%, 요인 7은 4.087%, 요인 

8은 3.484%, 요인 9는 3.339%의 분산 비율이 산출되어 9개

의 요인이 직무만족에 대해 총 71.12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1은 ‘상사와의 관계’로 명명하였고 

총 3개의 변수가 포함되었으며, 요인 2는 총 4개의 변수가 

포함되었고 ‘담당기관과의 관계’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총 4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네트워크’라 명명하였고, 요인 

4는 3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보수’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2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동료와의 관계’라 명명하였고, 요인 

6은 3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직무성취감’이라 명명하였으

며, 요인 7은 4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업무의 양’이라 명명하

였고, 요인 8은 3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회원태도 인식’이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9는 총 4개 변수가 포함되어 ‘고용안정

성 및 복리후생’이라 명명하였다. 

센터개소시기와 직위에 따른 직무만족 비교 

센터개소시기와 직위에 따른 직무만족에 대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30개의 단면직무만족의 평균은 

3.09점이고 전반적 직무만족의 평균은 3.45점이었다. 총 9

개의 요인 중 단면직무만족 점수가 높은 요인은 ‘동료와의 

관계’로 평균 3.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무성취감’

은 평균 3.98점으로 응답되었다. 직무성취감 요인에 속하는 

문항 중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역 사회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평균 4.31점으로 30개 문항 중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단면직무만족 요인 중 가장 낮게 응답된 

요인은 ‘보수’로 평균 2.45점으로 응답되었고, ‘업무량’ 요인

은 평균 2.66점으로 보수 다음으로 낮게 응답되었다. 고용안

정성 및 복리후생에 속하는 문항인 ‘계약직 신분에 대한 불

만을 가지고 있다’의 경우 평균 2.22점으로 30개 문항 중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성 영양사 응답자 비율이 90% 

이상인 학교급식관련 선행연구학교에서도 직무 자체와 직

장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임금에 대한 만족

도는 보통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34). 위탁급식업체 영양사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27)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급여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운영기간에 따른 응답 결과에 따르면 동료와의 관계에 속

하는 ‘동료와의 관계는 우호적이다’의 문항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P<0.05), 센터 운영기간이 길어지고 함께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료 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더 오래 운영된 센터에서 근

무한 직원이 ‘담당기관과의 관계’, ‘회원 어린이급식소와의 

관계’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초기의 

센터 사업 수행 시 어린이시설과 지역사회는 센터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35). 하지

만 센터가 오래 운영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센터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어린이시설의 시설장을 포함

한 학부모, 지역사회가 센터의 업무에 협조하게 되었다(35).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운영기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직위에 따른 응답 결과에 따르면 팀장이 팀원에 비해 업무

량에 있어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P<0.01), 

‘담당기관과의 관계’와 ‘회원 어린이급식소와의 관계’ 요인

에서는 팀원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대부분 팀원의 

업무는 어린이급식소를 지도하고 교육하기 위한 외근의 형

식으로 이루어지며 지도와 교육 후 작성되어야만 하는 일지

작성의 비율이 높아 팀장에 비해 팀원이 업무량에 있어 덜 

만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

터의 센터장이 비상근이므로 팀장이 센터장 부재 시 어린이

시설이나 담당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기관과의 관계’ 및 ‘회원 

어린이급식소와의 관계’와 관련된 직무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사료된다.

센터개소시기와 직위에 따른 조직몰입, 이직의도 비교

센터개소시기와 직위에 따른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대

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조직몰입의 전체 평균값

은 3.54점으로 나타났고, 센터개소시기와 직위에 따른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나의 직장은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가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 직장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가 3.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직의도의 전체 평균값은 3.07점으로 나타났고, 센터개소

시기와 직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다 나은 조건

의 직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의사가 있다.’가 3.45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 직장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

으나 상황과 조건이 맞지 않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다른 직장

으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하고자 조건이 더 좋은 직장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의지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단

면직무만족 요인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단면직무만족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단면

직무만족 요인을 독립변수로,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단면직무만족 요인이 전반적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업무 및 직무 만족과 몰입 1885



1886 박은혜 ․ 이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업무 및 직무 만족과 몰입 1887

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사와의 관

계(P<0.001), 담당기관과의 관계(P<0.05), 직무성취감(P< 

0.001),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P<0.05)이 전반적 직무만

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영향력의 

강도는 직무성취감, 상사와의 관계,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

생, 담당기관과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에 의한 

전반적 직무만족의 설명력은 59.6%로 산출되었다. 

단면직무만족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상사와의 관계(P<0.05), 동료와의 

관계(P<0.01), 직무성취감(P<0.001), 고용안정성 및 복리

후생(P<0.05)이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영향력의 강도는 직무성취감,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에 의한 조직몰입의 설명력은 53.5%로 산출되었

다. 

단면직무만족 요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상사와의 관계(P<0.001), 담당기

관과의 관계(P<0.05), 직무성취감(P<0.001), 업무량(P< 

0.05),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P<0.01)이 이직의도에 유의

적인 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영향력의 강도

는 직무성취감, 상사와의 관계,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 담

당기관과의 관계, 업무량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에 의

한 이직의도의 설명력은 55.3%로 산출되었다.

보수요인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응답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기 위한 ERG 이론에서는 인간

의 높은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하기 쉬운 낮은 

욕구로 퇴행한다고 주장한다(36). 본 연구에서 직무성취감

에 대한 점수가 매우 높게 나와 ERG 이론의 최상위 욕구에 

해당하는 성장욕구가 충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간단계인 관계욕구에 해당하는 동료와의 관계, 회원 어린

이급식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가 다른 욕구에 비해 비교

적 높게 응답되어 고차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욕구인 존재욕구에 해당하는 보수에 

대한 욕구 충족의 필요가 감소하거나 영향력이 미비하여 보

수 요인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

로 사료된다. Herzberg의 2요인 이론에서는 인간은 기본적

으로 이원적인 욕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불만족

에 영향을 끼치는 위생요인을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동

기요인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7). 보수는 대표적인 

위생요인으로 임금이 낮으면 불만족이 발생하고 임금이 높

아지면 불만족이 제거되지만 이것이 직무에 대한 만족을 증

가시키는 것은 아니다(38). 따라서 실제로 임금에 대한 불만

족이 직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에서는 직무만족과 관련된 동기요인에 초점이 맞춰지면

서 보수 불만족이 직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관계가 나타나

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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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는 직원들의 만족을 위해 전문가로

서의 직업의식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과 같은 요인이 뒷받침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급여 수준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만족, 조

직몰입, 이직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직원의 직무만족을 유지하여 유능

한 직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외식업체의 비정규직 종사원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9)에 따르면 직무만족과 조직몰

입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요인은 ‘개인 업무 

의미성’으로 나타나 ‘직무성취감’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Lee(39)는 직무만

족, 조직몰입의 고취를 위해 ‘직무에 대한 가치 부여’, ‘자아

실현 욕구의 충족 보완책 마련’, ‘업무에 대한 흥미 유발 프로

그램 개발’ 등의 도입을 통한 직무만족 향상을 제시하였다. 

업무별 업무만족, 단면직무만족,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

입, 이직의도 비교

업무별 업무만족, 단면직무만족 요인값, 전반적 직무만

족,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비교한 결과값을 Table 5에 제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2) 전 센터

가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 6가지, 즉 영양순회지도, 위생･안
전순회지도, 어린이 방문교육, 조리원 방문교육, 대상별 집

합교육, 재정관리 업무를 선정하였다. 센터 직원이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센터별로 직원이 수행하는 임무

의 종류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A 센터는 팀원이 영양순회

지도, 위생･안전순회지도를 동시에 맡고 있는 반면, B 센터

는 영양순회지도, 어린이방문교육, 조리원 방문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원이 맡은 업무를 선택하

여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설문에 응답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차이 나는지

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수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

로 어린이 급식소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순회관리업

무(영양, 위생), 방문교육(어린이, 조리원) 업무의 단면직무

만족 요인,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의 점수가 높게 나타

났고 이직의도는 낮게 나타난 반면, 집합교육과 재정관리 

업무의 경우 이직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업무만족은 어린이교육이 평균 4.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정관리가 평균 2.92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의도에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사와의 

관계, 직무성취감,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 단면직무만족 요

인 중 직무성취감의 경우 앞서 언급한 어린이 급식소 방문 

횟수가 높은 업무인 영양순회관리, 위생관리, 어린이교육, 

조리원교육 업무 중 영양순회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3.98점) 4.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집합교육은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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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cale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Skewness Kurtosis Variable Skewness Kurtosis

Nutrition guidance visit -0.179 -0.412 Visiting teaching for cook -0.384 -0.148 
Date of foundation
Position
Overall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0.766 
-1.412 
1.072 

-0.227 
-0.301 

-1.413 
-0.007 
2.043 
0.111 

-0.842 

Date of foundation
Position
Overall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0.727 
-1.559 
0.978 

-0.066 
-0.352 

-1.472 
0.432 
2.022 

-0.110 
-0.859 

Multivariate  0.381 Multivariate  2.682 
Hygiene･safety guidance visit -0.533 0.166 Gathering training -0.022 -0.599 
Date of foundation
Position
Overall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0.774 
-1.544 
0.988 

-0.219 
-0.193 

-1.400 
0.384 
1.831 

-0.148 
-1.016 

Date of foundation
Position
Overall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0.558 
-0.656 
-0.045 
-0.578 
-0.221 

-1.688 
-1.569 
1.893 
0.614 

-0.660 
Multivariate  0.883 Multivariate  1.844 
Visiting teaching for infant･child -0.581 0.210 Budget management -0.311 0.656 
Date of foundation
Position
Overall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0.727 
-1.809 
1.015 

-0.147 
-0.377 

-1.471 
1.274 
2.055 

-0.068 
-0.727 

Date of foundation
Position
Overall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0.677 
-0.190 
0.734 

-0.301 
-0.352 

-1.541 
-1.964 
3.473 
0.018 

-0.825 
Multivariate  2.137 Multivariate  0.711 

점, 재정관리는 3.79점으로 집합교육, 재정관리의 직무성취

감이 방문 위주의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동료와의 관계

는 영양순회관리, 위생순회관리, 어린이교육, 조리원교육이 

4점 이상, 집합교육, 재정관리는 4점보다 낮은 값이 산출되

었으나 각각 3.99, 3.98점으로 응답되어 거의 차이가 없었

다.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인 업무량의 경우 

방문 위주 업무의 경우 2.61~2.66점으로 나타났고, 집합교

육 2.44점, 재정관리 2.34점으로 나타나 재정관리를 담당하

는 직원의 업무량 만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면직무만

족 요인 평균값은 영양순회관리, 위생순회관리, 어린이교육, 

조리원교육은 3.10~3.12점으로 나타났으나, 집합교육과 

재정관리 업무의 단면직무만족 요인 평균값은 각각 2.97, 

3.05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직무만족의 경우 위생순회관리, 어린이교육, 조리

원교육 업무의 경우 3.5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영양순회관리 업무만족도도 3.49점으로 3.5점에 가깝게 응

답되었다. 반면 집합교육 만족도는 3.33점, 재정관리 만족

도는 3.25점으로 3점 이상이지만 방문 위주 업무에 비해 

낮게 응답되었다. 조직몰입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집합교

육, 재정관리가 3.47, 3.49점으로 낮은 반면, 순회지도 업무, 

방문교육 업무는 3.58~3.61점으로 3.5점 이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반대로 이직의도는 순회지도 업무, 방문교육은 

2.90~3.03점으로 나타났으나 집합교육은 3.26점, 재정관

리는 3.2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관찰변인의 정규성 및 적합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같은 연구모형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기

준하여 선택한 6개의 주요 공통 업무의 경로분석을 실시하

였고, 총 6개의 값이 추정되었다. 적합도 지수인 χ2값의 유

의미한 해석과 모수 추정에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관찰변인의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확인이 필요하

다(40). 이를 위하여 관찰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일변량 분포의 왜도와 첨도를 점검하기 

위해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 ‘극단적인 왜도’라고 

하며, 첨도는 8.0 또는 10.0보다 큰 경우 첨도가 심각하다고 

본다(40).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의 왜도가 절대값 3.0을 

넘지 않았고 첨도도 절대값 8.0을 넘지 않아 일변량 정규성 

확보 가정을 만족시켰으며, 첨도값으로 제시되는 다변량 정

규성 가정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크기

에 상관없이 경로분석 모델이 편향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

다(41).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값, GFI, AGFI, NFI, CFI, 

RMSEA가 사용되었고, 6개의 모형은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측정모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최종측정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순회지도 업무만족도, 근무하는 센터의 개소시기, 직원의 

직위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

여 실시한 경로분석 결과값을 Table 8에 나타내었다. 영양

순회업무 경로모형에서 영양순회업무만족도는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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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testing final models

Variables

Nutrition guidance visit
(n=137)

Hygiene･safety guidance visit 
(n=144)

Visiting teaching for infant･child 
(n=158)

Standar-
dized

estimate
S.E t SMC

Standar-
dized

estimate
S.E t SMC

Standar-
dized

estimate
S.E t SMC

H1
H2
H3

0.493
-0.061
-0.028

0.055
0.105
0.121

 6.622***

-0.826
-0.371

0.251
0.518

-0.011
-0.011

0.057
0.103
0.121

 7.184***

-0.156
-0.153 

0.270
0.337

-0.036
-0.020

0.072
0.103
0.131

 4.469***

-0.484
-0.266

0.118

H4
H5

0.021
0.684

0.068
0.091

 0.289 

 9.628*** 0.483 0.177
0.588

0.074
0.094

 2.519*

 8.370*** 0.485 0.131
0.627

0.079
0.083

 2.108*

10.100*** 0.466

H6
H7
H8

-0.052
-0.573
-0.237

0.079
0.099
0.137

-0.850 

-7.695***

-2.962**
0.610

-0.080
-0.420
-0.337

0.092
0.101
0.138

-1.195
-5.365***

-4.195***
0.549

-0.123
-0.512
-0.345

0.092
0.092
0.123

-2.158*

-7.078***

-4.777***
0.561

 Variables

Visiting teaching for cook
 (n=161)

Gathering training 
(n=93)

Budget management 
(n=53)

Standar-
dized

estimate
S.E t SMC

Standar-
dized

estimate
S.E t SMC

Standar-
dized

estimate
S.E t SMC

H1
H2
H3

0.490
0.033

-0.037

0.054
0.098
0.115

 6.932**

 0.466
-0.526 

0.239
0.292
0.054

-0.014

0.055
0.093
0.096

 2.891**

 0.539
-0.142 

0.092
0.315
0.065

-0.137

0.088
0.147
0.140

 2.387*

 0.495
-1.047 

0.118

H4
H5

0.154
0.599

0.066
0.087

 2.344* 

 9.118*** 0.473 0.164
0.493

0.088
0.162

 1.821 

 5.470*** 0.318 0.024
0.616

0.126
0.189

 0.209 
 5.404*** 0.389

H6
H7
H8

-0.098
-0.448
-0.306

0.080
0.094
0.127

-1.591 
-6.172***

-4.112***
0.556

-0.053
-0.391
-0.248

0.101
0.118
0.211

-0.590 
-3.825***

-2.430*
0.343

-0.144
-0.294
-0.331

0.144
0.158
0.269

-1.262 
-2.114*

-2.315*
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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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The final model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Table 7. Goodness of fit indices for models
         Model χ2/df P GFI AGFI NFI CFI RMSEA (LO90-HO90)
Nutrition guidance visit
Hygiene･safety guidance visit 
Visiting teaching for infant･child 
Visiting teaching for cook
Gathering training
Budget management 

1.073
1.087
1.029
0.806
1.663
0.548

0.368
0.361
0.391
0.521
0.155
0.701

0.990
0.990
0.991
0.993
0.977
0.986

0.946
0.948
0.955
0.965
0.880
0.929

0.984
0.983
0.984
0.989
0.928
0.964

0.999
0.995
1.000
1.000
0.966
1.000

0.023 (0-0.133)
0.025 (0-0.131)
0.014 (0-0.122)
0.000 (0-0.108)
0.085 (0-0.195)
0.000 (0-0.157)

Accepted reference value <2.0 P>0.05 >0.90 >0.85 >0.90 >0.90
≤0.05: close approximate fit
≤0.08: reasonable approximate fit
≥0.10: poor fit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쳤고(P<0.001) 

(H5), 조직몰입(P<0.001)과 직무만족(P<0.01)은 이직의도

에 음의 영향을 끼쳤다(H7,H8). 한편 내생변수가 외생변수

로 인하여 설명되는 양을 의미하는 다중상관계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직무만족 0.251, 조직몰

입 0.483, 이직의도 0.61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양순회

지도 업무의 경로모형에서 영양순회지도 업무만족도에 의

해 직무만족이 설명되는 정도가 25.1%이며, 조직몰입은 직

무만족에 의해 48.3% 설명되며, 이직의도는 조직몰입과 직

무만족에 의해 61.0%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생･안전순회업무 경로모형에서 위생･안전순회업무는 

직무만족(P<0.001)(H1)과 조직몰입(P<0.05)(H4)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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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만족은 조직몰입

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쳤으며(P<0.001)(H5), 조직몰입(P< 

0.001)과 직무만족(P<0.01)은 이직의도에 음의 영향을 끼

쳤다(H7,H8). 위생･안전순회지도 업무 경로모형에서 직무

만족은 위생･안전순회지도 업무만족도에 의해 27.0% 설명

되며, 조직몰입은 위생･안전순회지도 업무만족도와 직무만

족에 의해 48.5% 설명되고, 이직의도는 조직몰입과 직무만

족에 의해 54.9% 설명되었다.

어린이 방문교육 모형 인과분석 결과 어린이 방문교육 업

무만족도는 직무만족(P<0.001)(H1), 조직몰입(P<0.05)(H4), 

이직의도(P<0.05)(H6)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 중 유일하게 어린이 방문교육 업무만족도가 직

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모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쳤으며(P<0.001)(H5), 조직몰입(P<0.001)과 직무만족

(P<0.001)은 이직의도에 음의 영향을 끼쳤다(H7,H8). 어린

이 방문교육 업무 경로모형에서 직무만족은 어린이 방문교

육 업무만족도에 의해 11.8% 설명되며, 조직몰입은 어린이 

방문교육 업무만족도와 직무만족에 의해 46.6% 설명되고, 

이직의도는 어린이 방문교육 업무만족도, 조직몰입, 직무만

족에 의해 56.1% 설명되었다.

조리원 방문교육 모형 인과분석 결과 조리원 방문교육 업

무만족도는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P<0.01)(H1), 조리원 방문교육 업무만족도(P<0.05)

와 직무만족(P<0.001)은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쳤

으며(H4,H5), 조직몰입(P<0.001)과 직무만족(P<0.001)은 

이직의도에 음의 영향을 끼쳤다(H7,H8). 조리원 방문교육 

업무 경로모형에서 직무만족은 조리원 방문교육 업무만족

도에 의해 23.9% 설명되며, 조직몰입은 조리원 방문교육 

업무만족도와 직무만족에 의해 47.3% 설명되고, 이직의도

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의해 55.6% 설명되었다. 대상별 

집합교육 모형 인과분석 결과 대상별 집합교육 업무는 직무

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H1), 직무만족(P<0.001)은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쳤으며(H5), 조직몰입(P<0.001)과 직무만족(P<0.05)은 

이직의도에 음의 영향을 끼쳤다(H7,H8). 대상별 집합교육 

업무 경로모형에서 직무만족은 대상별 집합교육 업무만족

도에 의해 9.2% 설명되고,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의해 

31.8% 설명되며, 이직의도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의해 

34.3% 설명되었다. 재정관리 모형 인과분석 결과 재정관리 

업무는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P<0.05)(H1), 직무만족(P<0.001)은 조직몰입에 유의적

인 영향을 끼쳤으며(H5), 조직몰입(P<0.05)과 직무만족(P< 

0.05)은 이직의도에 음의 영향을 끼쳤다(H7,H8). 재정관리 

업무 경로모형에서 직무만족은 재정관리 업무만족도에 의해 

11.8% 설명되며,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의해 38.9% 설명

되고, 이직의도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의해 38.5% 설명

되었다. 

6개 모형의 인과분석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업무만족도가 증가하면 직무만족도가 증가하여(H1) 업무만

족도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

다. 업무와 관계없이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

을 끼쳤으며(H5),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유의

적인 영향을 끼쳤다(H7,H8).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을 통해 

높아지고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므

로 이직의도와 조직몰입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직

무만족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친 ‘상사와의 관계’, ‘담당기

관과의 관계’, ‘직무성취감’,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 요인

에 해당하는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

다. 위생･안전순회업무, 어린이 방문교육 업무, 조리원 방문

교육 업무의 경우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조직몰입에도 유의

적인 영향을 끼쳤다(H4).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친 

위생･안전순회업무와 조리원 방문교육, 어린이 방문교육 업

무와 그 영양순회방문지도 업무, 집합교육 업무, 재정관리 

업무는 비교되는 몇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 먼저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업무의 경우 업무만족도 점수가 평

균 3.8점 이상으로 높은데, 특히 어린이 영양교육 업무의 

경우 업무만족도 점수가 평균 4.24점으로 매우 높다. 또한 

위생･안전순회업무와 조리원 방문교육은 2014년 기준 연 

4회 이루어져 다른 업무에 비해 교육(지도) 횟수가 높아 센

터 업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어린이 방문교육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업무이므로 조직의 속성을 잘 반

영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양순회방문지도, 

집합교육, 재정관리 업무의 경우 업무만족도가 평균 3.65점 

이하로 낮고, 특히 재정관리 업무만족도는 2점대로 매우 낮

았다. 게다가 영양순회방문지도의 경우 지도 횟수가 연 2회

로 지도 횟수가 다른 업무에 비해 적으며, 집합교육 업무 

담당자의 경우 어린이, 교사 및 원장, 학부모 심지어 일부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대상 교육을 준비하게 되어 업무를 통

해 센터의 목표가 직접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

정관리 업무는 센터의 거의 모든 직원이 영양사면허를 소유

하고 있는데 영양사 업무와도 동떨어져 전공과는 거의 무관

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동료와의 관계 요인을 제외하

고 직무성취감의 요인의 점수가 평균 3.98점으로 가장 높았

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에 해당하는 문항이 30개 직무만족 문항 중 

평균 4.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조직의 미션인 ‘어린이들

의 건강증진’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만족도에 

매우 높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의 

미션을 보다 적극적,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업무만족도가 조직몰입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몰입의 경우 이직의도

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업무

만족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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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조직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기시키거나, 

업무만족도가 높게 산출된 업무와 낮게 산출된 업무를 적절

히 혼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고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만족도가 평균 

4.24점으로 매우 높았던 어린이영양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응답자의 경우 모형에서 업무만족이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만족도가 어린이교육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2.92점으로 낮게 응답된 

재정관리 업무의 경우 다른 모형과는 달리 직무만족도가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H8)이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H7)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관리 업무

의 특성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직의 목표, 즉 센터 

전체의 목표를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만족의 중요도

가 조직몰입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재정관리의 

경우 업무 수행을 통해 조직 가치에 대한 공감 기회가 부족

하게 되어 조직에 대한 정서적인 애착이 줄어들고, 실제 이

직을 결정할 때 조직에 대한 애착보다는 자신의 직무 환경과 

관련된 직무만족의 충족 여부를 이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직무만족도에 

상관관계를 가지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직무만족도

를 높이고, 센터 내에서 재정관리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

여 업무담당자와 조직 간 공감을 높여 조직몰입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가치관과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

구(42)에 의하면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때는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자신의 적성･흥미, 개인의 발전 가능성 등을 만족시

키는 직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직무만족이 낮

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직업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 욕구 

수준이 감소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다. 업무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할지라도 업

무 수행 초기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에 적응

하고 업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기울인다

면 업무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감소하게 되어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출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전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중 총 30개 센

터, 22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

년 1월 30까지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의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어

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직원들의 직

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대상 방문교육’의 업

무만족도가 4.24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정관리’ 업무만족

도가 2.92점으로 가장 낮았다. 직무만족 조사도구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9개의 요인

이 도출되었다. 직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응답 결과 전반적 

직무만족의 전체 평균값은 3.45점으로 나타났고, ‘동료와의 

관계’ 요인이 평균 3.99점, ‘직무성취감’ 요인이 평균 3.98

점, ‘회원 어린이급식소와의 관계’가 평균 3.45점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직무만족이 가장 낮게 응답된 요인은 ‘보수’로 

2.45점이었으며, ‘업무의 양’ 요인도 2.66점으로 낮게 응답

되었다. 직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응답 결과 조직몰입의 전체 

평균값은 3.54점으로 이직의도의 전체 평균값은 3.07점으

로 나타났다. 전반적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영향

을 끼치는 단면적 직무만족 요인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 직무

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에 공통적으로 상사와의 관계, 직

무성취감,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 요인이 유의적인 영향을 

끼쳤다. 센터의 공통적인 대표 업무 6가지로 영양순회지도 

업무, 위생･안전순회방문지도, 어린이 방문교육, 조리원 방

문교육, 집합교육, 재정관리를 선정하여 업무만족도, 근무하

는 센터의 개소시기, 직원의 직위와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

직의도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6개의 모형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의 모든 모형에서 업무만족도는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이 직

무만족에 비해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더 강한 상관을 보였

고,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사이에 조직몰입이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위생･안전순회방

문지도 업무(업무만족도 3.88점), 어린이대상 방문교육 업

무(4.24점), 조리원대상 방문교육 업무(3.80점)는 경로모형

에서 업무만족도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업무에 비해 업무만족도가 

4.24점으로 확연히 높게 응답된 어린이대상 방문교육 업무

의 경우 업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도 유의적으로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업무만족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

는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가 센터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상기시킴으로써 조직몰입을 높이거나 업무만

족이 낮은 업무와 높은 업무를 센터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혼합하여 업무를 배정하는 방법을 통해 업무만족도를 높이

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직무만족에 유

의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사와의 관계’, ‘담당기관과의 관

계’, ‘직무성취감’, ‘고용안정성 및 복리후생’ 요인에 해당하

는 직무환경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이직의도를 감소시키

고 센터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Jeong YH, Chae IS, Yang IS, Kim HY, Lee HY. 2013.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of key performance in-
dicators for center for child-care foodservice management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Korean J Com-
munity Nutr 18: 154-164. 

2.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 Detailed operating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업무 및 직무 만족과 몰입 1893

guideline for CCFSM in 201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ejong, Korea. p 3

3. The Office of Legislation. 2013. Special act on safety man-
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5-21. http://elaw. 
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28049&lang=ENG 
(accessed Mar 2015).

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 Principal business 
plan in 201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ejong, 
Korea. p 4,21.

5.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 Operating guide-
line for CCFSM in 201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ejong, Korea. p 45-55.

6. Cha IS. 2012.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for the turn-
over intention of employees in social welfare centers. PhD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p 79-80, 
91-92.

7. Yang IS, Myung MS, Lee SJ, Lee HY. 2004. The relation-
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quit of em-
ployees in F&B department of hotels by job type.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20: 151-157.

8. Kim KJ. 2003. A study on turnover intention of social work-
ers in Busan. Social Sci Research Review 19: 65-93.

9. Locke EA. 1969. What i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4: 309-336. 

10. Mowday RS, Porter LW, Steer RM. 1982. Employee organ-
ization linkage. Academy Press, New York, NY, USA. Vol 
1, p 27.

11. Farrell D, Rusbult CE. 1981. Exchange variables as pre-
dictors of job satisfaction, job commitment, and turnover: 
The impact of rewards, costs, alternatives, and investmen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7: 78- 
95. 

12. Jun IW. 2003. A study on the teachers' intention related 
factors to leave and attitudes toward teaching profession of 
the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J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7: 39-52. 

13. Oh IS, Kim KH, Darnold TC, Hwang JO, Yoo TY, Park 
YA, Park LH. 2007. Relationships among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A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with Korean 
samples. Korean J of Management 15: 43-86.

14. Kim SS. 2013.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are workers working in senior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cused on the social exchange theory and need theory. 
PhD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p 
18-19.

15. Kwon SK. 2015.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government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MS The-
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 23-25.

16. Lepine JA, Erez A, Johnson DE. 2002. The nature and di-
mensionality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 crit-
ical review and meta-analysis. J Appl Psychol 87: 52-65.

17. Cooper-Hakim A, Viswesvaran C. 2005. The construct of 
work commitment: testing an integrative framework. Psychol 
Bull 131: 241-259.

18. Tett RP, Meyer JP. 1993.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and turnover: Path analyses 
based on meta-analytic findings. Personnel Psychology 46: 
259-293.

19. Kim HY, Yang IS, Chae IS, Yi BS, Park MK, Kim HY, 
Kang TS, Leem DG, Lee JH, Lee HY. 2013. Effectiveness 
of center for child-care foodservice management for menu 
management and dietary variety. Korean J Community Nutr 
18: 243-256.

20. Kim SH, Oh EY, Han JS. 2014. Effects of food safety man-
agement support of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
agement on foodservice facilities for children in Busan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24: 261-274. 

21. Yang IS, Lee BS, Lee HY, Baek SH, Shin SY, Park MK, 
Kim YS, Ki SY. 2009. The effec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director and cooks of child-care facilities/kindergar-
tens by the pilot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
ment. Poster No FSE-6 presented at 25th Spring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Food & Cookery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 220. 

22. Park SH, Park SY, Kim SJ, Lee HN, Jung S, Han SE, Lee 
JW. 2011. The study on evaluating the effec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children in child-care facilities－focusing on 
Gangseo CCFSM. Sook-Myung J of Science for Better 
Living 28: 1-14. 

23. Kim MJ, Kim JH, Bae HJ, Jin JK, Han JS. 2013. The educa-
tional program development for children enlisted in CCFSM 
and evaluating educational effects. Poster No FSE-1 pre-
sented at 29th Spring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Food 
& Cookery Scienc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 173.

24. Park GN. 2012. Analysis of the effect of Center for Child- 
Care Foodservice Management on safety control of meal 
in child-care facility and kindergarten. MS Thesis.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p 1-97.

25. Kim SY, Yang IS, Lee BS, Baek SH, Shin SY, Lee HY, 
Park MK, Kim YS. 2011. Child-care facility and kinder-
garten's demands on foodservice support by Center for 
Child-Care Foodservice Management (CCFSM) in Seoul 
and Gyeonggi-do. Korean J Community Nutr 16: 730-739.

26. Park EH, Lee YE. 2015.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CCFSM) employees' perception on difficulties 
in performing task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4: 619- 
634.

27. Kim HY. 2004. (The) effects of dietitians' job satisfaction, 
working in contracted food service management company, 
on customer orient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MS The-
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 113-119.

28. Kim JS. 2012. Job expect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nu-
trition teachers in Seoul area. MS Thesis. Kyung Hee Uni-
versity, Seoul, Korea. p 1-64.

29. Kim MJ. 2003. (The) effects of background variables and 
education programs o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job 
changing: A focus on educational rehabilitation teachers on 
the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M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 80-87.

30. Yang AS. 2008. ICU new nurse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MS The-
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 60-67.

31. Allen NJ, Meyer JP.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 1-18.

32. Lawler EE. 1983. Satisfaction and behavior. In Motivation 
and Work Behavior. McGraw Hill, New York, NY, USA. 
p 287-301. 

33. Park HS. 2002.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nursing care 
role orientation, job characteristics, and turnover among 
nurses. M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 1-67.

34. Cha MH, Seo SH. 2006. Comparison analysis of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job satisfaction, work value, and turn-
over intention based on the expectation to be a nutrition 
teacher. Korean J Community Nutr 11: 361-373.

35.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2014. Nutrition and die-



1894 박은혜 ․ 이영은

tetics (issued in May).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Seoul, Korea. p 13. 

36. Choi KJ. 2008. A study on the work satisfaction of publish-
ing editors: From the viewpoint of the ERG theory. M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37. Kim SW. 2011. Study on the important factors for non-com-
missioned officer's job satisfaction in R.O.K army based on 
Herzberg's two factor theory. J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9: 217-238. 

38. Shin YG. 1997. Human oriented management. Dasan Books, 
Seoul, Korea. p 184-185.

39. Lee SH. 2005. The effects of empowerment on job satisfac-
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national J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9: 95-108.

40. Woo JP. 2012. Principle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nnarae, Seoul, Korea. p 309.

41. Curran PJ, West SG, Finch J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
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42. Kim KH. 2006. Discordance between job and major. Labor 
Rev 1: 92-103.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