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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afety accidents related to school foodservice, working and 
operating environments of school foodservice, status and awareness of safety education, educational needs, and in-
formation on qualitative improvement of school foodservic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34 cooks in charge 
of cooking at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Chungbuk.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30 to August 8, 
2012, and among 202 questionnaires gathered, 194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on data utilizing the SPSS version 19.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44.3% of workers 
experienced safety accidents. The most frequent safety accident was ‘once’ (60.5%), and most safety accidents took 
place between June and August (31.4%). The time at which most safety accidents happened was between 8 and 11 
am. Most safety accidents happened during cooking (52.3%) and while using a soup pot or frying pot (52.4%). The 
most common accidents were ‘burns’, ‘wrist and arm pain’, and ‘slips and falls’. Respondents who experienced safety 
accidents replied that 57.6% of employees dealt with injuries at their own expense, and only 35.3% utilize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terms of the operating environment, the score for ‘offering information and application’ was 
highest (3.76 points), whereas that for ‘security of budget’ was lowest (1.77 points). As for accident education, employees 
received safety education approximately 3.45 times and 5.10 hours per yea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school foodservice cooks require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urthermore, educational materials and guidelines 
based on the working environment and safety accident status of school foodservice cooks are required in order to 
minimize potential risk factors and control safety accidents in school food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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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식소에서의 안전관리란 급식업무의 전 과정에서 사고

와 재해를 방지하여 급식시설과 조리종사원 및 고객을 불의

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

여 반드시 필요한 예방 작업이다(1). 학교급식에서의 조리작

업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40∼50대 고령의 여성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직업 특성상 단순 반복 작

업이 많으며, 단시간 내 다량의 조리작업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고온･다습한 환경 노출, 대형화된 조리

기구의 사용, 다양한 형태의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집단

급식소 내에서 작업하는 조리종사원은 근골격계 질환을 비

롯한 여러 가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2)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발전으로 인해 최근 10년간 

서비스업의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10

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

업 재해 예방 사업을 전개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9

년부터 교육 서비스업 관련 지표를 보면 교육 서비스업 사업

장 수와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산업재해는 2010년부터 감소하

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비스업 전체 재해자 중 5.1%가 

급식조리실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포함하는 교육 서비스업

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관심을 기울

여야 할 필요가 있다(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법 개정(4), 안전관리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

식 개선 종합대책 5개년 계획(2007∼2011년) 수립과 더불

어(5) 학교급식 확대를 통해 학교급식에 배치된 인력이 증가

되어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원의 수가 약 6만 명 이상이다(6). 

학교급식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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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시행 안에 따른 조리종사원 근무조건 개선 검토(7), 학

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8), 학교급식실 내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현황 및 

개선방안(9),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 연구

(10),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로실태 현황 및 직무만족도

에 관한 연구(11), 위탁급식업체 급식안전사고 실태 및 조리

종사원의 조리작업안전에 대한 인식(12), 단체급식 안전관

리에 대한 영양사 인식 조사(13), 근골격계 질환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14), 경남지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

고 및 근골격계 질환 실태 분석(15) 등이 있으나, 급식소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계속 증

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급식소 안전사고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선행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충북지역 학교급식에서의 안전사고 실태 및 인식, 작업환

경 및 운영환경의 실태 및 인식, 안전교육 실태 및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충청북도 학교급식에 근무하고 있는 초･중･고
등학교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지는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충청북도농업기

술원 주관 학교급식 조리사 전통음식 교육기간 중에 배포하

였고, 배포된 설문지 총 234부 중 202부(86.3%) 회수하여 

응답이 누락된 8부를 제외한 194부(82.9%)를 분석에 이용

하였다.

설문지 구성

평가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9,13,16)에 사용된 설문

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의 일반 특

성, 학교급식에서의 안전사고 실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학교급식 운영환경 평가, 안전교육 실태, 안전교육 인식, 안

전교육 요구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의 통계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ackage Program(Version 19.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

도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경험 여부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검정과 χ2-test를 수행하

였다. Oblimin rotation method를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 결과 산출된 요인에 속하는 항목 

간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였

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조리종사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조리종사원의 고용형태는 ‘기능직

(72.7%)’, ‘무기 계약직(21.1%)’, ‘계약직(6.2%)’으로 나타

나 기능직이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51.8%)’, ‘전문대 졸업(15.9%)’, ‘4년제 대학 이상(14.1%)’, 

‘중학교 졸업(10.0%)’, ‘초등학교 졸업(8.2%)’으로 나타났

다. 연령은 평균 49.68세로 나타나 학교급식소에서 작업하

는 대부분이 여성이고 45세 이상의 중･고령자가 대부분으

로 나타나 선행연구(17)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학교급식

에서의 총 경력 평균은 ‘13.73년’이며, 현재 근무학교의 경

력 평균은 4.51년으로 나타났다.

근무학교의 일반사항으로 학교형태는 ‘초등학교(75.8%)’, 

‘중학교(14.4%)’, ‘고등학교(9.8%)’이며, 급식유형은 ‘농촌

형(61.3%)’, ‘도시형(34.5%)’, ‘도서･벽지형(4.1%)’으로 나

타났다. 배식형태는 ‘식당배식(99.0%)’, ‘교실배식(1.0%)’

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교의 식당배식 비율이 매우 높았

으며, 급식운영형태는 ‘단독관리(77.8%)’, ‘공동관리(13.4 

%)’, ‘공동조리(8.8%)’로 나타났다. 전국 학교급식 운영형태 

현황(6)의 공동조리 비율이 24.1%, 충북 학교급식운영현황

(18)의 공동조리 비율 17.0%인 점을 고려하면 조사대상 학

교의 공동조리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공동조리는 급식 

이용자인 학생이 급식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과 부절적한 운반 방법 등으로 인한 위생사고의 위험과 적온 

급식의 어려움, 운반기구 등의 운반 등으로 인한 조리종사원

의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단독조리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1일 제공 끼니는 ‘1식(91.2%)’, ‘2식(1.0 

%)’, ‘3식(7.7%)’으로 나타났다. 근무학교 중 초등학교의 비

율이 높아 하루 ‘1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이 91.2%로 

높았고, ‘1일 평균 제공 식수’는 평균 497.05명이며 ‘급식 

인력 수’는 영양(교)사를 제외한 평균 5.07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실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실태 조사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현재 학교에서 안전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리종사원은 44.3%이며, 사고 유경험자 중 ‘사고횟

수가 1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60.5%로 가장 많았고 ‘6∼8

월’에 사고를 당한 응답자가 31.4%로 가장 높았다. Kim과 

Oh(12)의 연구에서도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5월부터 

8월까지의 사고 발생률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

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화기를 많이 사용하는 조리실 내 온도 상승으로 조리종사원

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조리실 내 적정온도 유지는 조리종사원

의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충북교육청의 학교급식기본계획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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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 (%)=194 (100.0)
Total

Cooking 
employees

Employment status
Contract cook
Unlimited period contract cook
Public official cook 

 12 (6.2)
 41 (21.1)
141 (72.7)

Education level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degree over

 14 (8.2)
 17 (10.0)
 88 (51.8)
 27 (15.9) 
 24 (14.1)

Age1)  49.68±5.60
Total working experience in school foodservice (years)1)  13.73±4.33
Working experience in current school (years)1)   4.51±4.67

Foodservice 
operations

Type of schoo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147 (75.8)
 28 (14.4)
 19 (9.8)

Type of foodservice Urban 
Rural 

 67 (34.5)
127 (65.5)

Place serving meals Class room
Dining room

  2 (1.0)
192 (99.0)

Operation status
Self management
Comanagement
Commissary management

151 (77.8)
 26 (13.4)
 17 (8.8)

The number of meal
serving per day

1
2
3

177 (91.2)
  2 (1.0)
 15 (7.7)

Average servings per day1) 497.05±469.94
The number of cooking employees for foodservice1)   5.07±3.37

1)Mean±SD.

조리종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계획하였다(19). 쾌적한 근무환

경 조성을 통해 조리종사원들의 근무 집중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리(52.3%)’와 ‘청소작업(37.2%)’을 

하는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Cho(15)의 연구에서도 

사고 발생 작업공정에 대한 응답에서 ‘주 조리 과정(48.6 

%)’, ‘청소(38.7%)’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위탁급식업체의 급식안전사고 실태에 대해 

조사한 Kim과 Oh(12)의 연구에서는 무거운 식재료와 음식

물의 ‘이동 및 운반’ 중에 일어난 사고의 발생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 및 뒷정리’가 24.2%로 나타나 본 연구

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Kim과 Oh(12)의 연구가 위

탁급식업체의 특성상 대부분 급식의 규모가 학교급식에 비

해 크며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의 수가 많고 학교

급식과 작업환경이 달라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

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설비 및 기기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주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국솥, 튀김솥(52.4%)’, ‘칼, 도마, 

가위와 같은 조리기구(21.4%)’가 높게 나타나 작업공정과

의 연관성을 볼 수 있었다. 전기를 이용하는 대형 조리기구

보다는 불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국솥, 튀김솥, 부침기’와 

‘칼, 가위 등’ 날카로운 조리 기구를 통한 안전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조리종사원을 안전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

는 보호구의 착용을 반드시 권장해야할 것이라 사료된다. 

안전사고 유형은 ‘화상･데임(64.7%)’, ‘손목과 팔의 통증

(41.2%)’, ‘미끄러짐･떨어짐(35.3%)’, ‘요통(25.9%)’, ‘충돌

에 의한 골절, 탈구(24.7%)’, ‘피부 가려움증(10.6%)’, ‘기타

(7.1%)’, ‘기침, 천식 및 호흡곤란(4.7%)’, ‘전기충격 감전

(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후 종사자가 ‘치료비용

을 개인부담’한 경우가 57.6%로 가장 높았고 ‘산업재해처리

(35.3%)’, ‘공상처리(5.9%)’, ‘일반상해보험처리(4.7%)’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안전사고 선행연구인 Park(9)의 연구에

서는 안전사고 후 산재보험 처리를 한 조리종사원이 14.3%

에 불과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처리에 대한 응답

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전에 비해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한 안전교육 실시 확대와 조리종사원과 관리자의 

인식개선의 효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위탁급식업체 안전사

고 선행연구 Kim과 Oh(12)에 대한 연구에서는 안전사고 이

후 ‘공상처리(58.2%)’, ‘산업재해처리(41.8%)’로 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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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은 현재 공상처리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데 

반해 위탁급식업체에서의 조리종사원에 대한 복지사업이 

학교급식에 비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충북교육청에서는 2014년 학교급식기본방향을 통해 

급식종사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등의 

재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급식종사

자의 후생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절단･화상 등의 안전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발생에 대비하

여 학교운영비로 지원하여 일반상해보험을 가입할 것을 명

시하고 있다(19). 안전사고 후 산업재해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부상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6.0%

로 가장 높았고, ‘사고 처리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도 

32.1%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 인력이 없어서(18.9%)’, 

‘노동부의 행정감독 강화로 인하여(5.7%)’, ‘산재처리로 인

한 보험료 인상(3.8%)’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중 경미한 

부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는데 빈번한 부상은 

그 정도가 경미할 지라도 조리종사원의 업무 능력을 감소시

킬 수 있다. 또한 사고 연쇄성 이론(20)에 의하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건의 원인이 되는 ‘징후’가 나타나는

데 재해 방지를 위해서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나타난 조리종사원의 안전사

고는 정기적 휴식과 작업 전후 스트레칭과 같은 안전 작업 

준수사항 및 작업 안전수칙(3)을 준수함으로써 사전 예방이 

가능하므로 조리종사원과 관리자인 영양(교)사의 인식개선

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학교급

식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경미한 안전사고 및 향후 발생 가

능한 중대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안전사고 후 ‘사고 처리 방법을 몰라서’ 산업재해처리를 하

지 않았다는 응답도 32.1%로 높게 나타나 조리종사원을 대

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시 처리 방법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대체 인력이 없어 치료

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18.9%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충

북교육청은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통해 급식종사자 배치기

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병 등 휴가사용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 단위 급식종사자 ‘대

체인력 풀’을 운영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안전사고 후 산업

재해처리 치료기간은 ‘4∼14일(45.3%)’, ‘4일 미만(28.3%)’, 

‘15∼28일(17.0%)’ 순으로 나타나 경미한 사고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학교급식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

는 주요 원인으로는 조리종사원의 ‘과도한 업무량’이 41.2%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리종사원의 ‘안전의식 미흡(26.3 

%)’, ‘시설, 장비의 노후 및 점검 미흡(24.2%)’, ‘안전교육 

미흡(2.1%)’, ‘안전관리 책임자의 관리 소홀(1.0%)’ 순으로 

나타났다. Cho(15)의 연구에서 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

에 대한 문항에서 과도한 업무량이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내용 중 조리종사원의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항목이 

없는 Bae(11)의 연구에서는 본인의 부주의가 가장 주요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 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근무인

원’이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쾌적한 작업환경(12.4 

%)’, ‘적절한 설비 및 기구류(매뉴얼)(5.7%)’, ‘명확한 작업 

지시(4.6%)’, ‘작업에 편리한 동선(4.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급식소는 급식시설 및 기계･기구의 현대화 및 확

충 등 변화요소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HACCP 시스템에 맞

는 급식시설로 작업공간이 넓어지고 세분화된 조리공정과 

소독기준으로 작업량의 증가 등 많은 변화 요소가 발생하였

다.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도교육청별

로 학교급식 여건을 고려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시행하

였으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직원과 유치원생을 뺀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조리종사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급

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계획하여 논란이 되었

다(21). 2014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급식기본

방향에 의하면 유치원 원아, 학생, 교직원을 기준으로 급식 

기준 인원을 정하여 이에 따라 조리원을 배치하였고, 덤웨이

터 설치학교와 2식, 3식 학교의 경우 추가로 조리원을 배치

하였다(19). 

급식유형과 급식운영형태에 따른 안전사고의 원인으로서 

모든 집단에서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 농촌형은 53.5%, 도시형은 17.9%로 농촌형이 도

시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공동관리･공동조리형은 60.5%, 

단독관리형은 35.8%로 공동관리･공동조리형이 단독관리

형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응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문항에는 ‘충

분한 근로인원’에 대한 응답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 농촌형과 공동관리･공동조리형이 도시형과 단독

관리보다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 문항 간 연관성을 보였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문항에서 ‘안전교

육의 체계화, 정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사고의 빈도와 원인 분석(21.6%)’, ‘비

상 시 대응 계획과 절차의 개발(17.0%)’, ‘안전사고에 대한 

기록 및 보고의 제도화(5.2%)’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유형

별, 급식운영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물리적 작업환경 중 최우선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관한 문

항에서 ‘환기시설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28.4%

로 가장 높았고, ‘기계 및 기구의 현대화(22.7%)’, ‘조리기기

의 효율적 배치(13.9%)’, ‘작업 공간 확충(10.3%)’, ‘기타

(9.8%)’, ‘배수시설(8.2%)’,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6.7%)’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유형별, 급식운영형태에 따른 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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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is of foodservice operating environment 

Measurement items Eigen
value

Factor
loading Communality Cronbach's 

alpha
Safety accidents prevention and handling  7.475
Causes and frequency of safety accidents annually are analyzed.
The remedial action lists of safety accidents are prepared. 
The report forms for safety accidents are prepared.
Stretch everyday before/after work to prevent muscle and skeletal diseases 

is performed.
General accident insurance against medical expenses not covered by a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surance is taken out.
Internal inspection of hazardous and dangerous factors in the kitchen daily 

are conducted.
An orientation for new employees including safety rules is given.

0.924
0.881
0.689
0.573

0.455

0.434

0.310

0.762
0.791
0.691
0.463

0.485

0.532

0.522

0.837

% of variance 35.60%
Information offering and application  2.078
Heavy lift with care labels is displayed.
Industrial safety signs are displayed.
MSDS and warning labels are displayed.
Cooking employees can conduct the contents of MSDS in case of 

emergency.
The summar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is displayed.
The contents of how to operate machines safely are displayed and taught.
Safety educations more than 2 hours a month are implemented.

0.934
0.923
0.817
0.612

0.535
0.508
0.425

0.795
0.819
0.640
0.532

0.396
0.500
0.547

0.835

% of variance  9.897%
Efficiency of work  1.486
Cooking process instruction is clear. 
Working, tasks are divided efficiently. 
Cooking time is adequate and consistent. 
Regular safety inspection is conducted according to related regulations. 
Standard recipe is used to reduce the workload of employees.

0.786
0.731
0.677
0.557
0.307

0.668
0.606
0.662
0.468
0.514

0.713

% of variance  7.077%
Security of budget  1.436
Budget for foodservice facility management is secured.
Budget for substitute workers and labor pools are secured.

0.658
0.627

0.607
0.475 0.590

% of variance  6.839%
Total 59.410%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4년 학교

급식기본계획을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

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노후 급식시

설 현대화를 2015년까지 100%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19). ‘기계 및 기구의 현대화’의 필요성은 ‘환기시설의 개

선’ 다음으로 높게 응답하였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은 음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

여 급식기구 현대화 사업비로 다기능오븐기, 보온･보냉배식

대, 가스자동밥솥, 식기세척기, 보일러 총 5개 품목에 대해 

집중 지원할 것을 계획하였다(19).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 시설 개선뿐 아니라 2014년 3월부터 도내 2,200여명

의 학교급식 종사자(영양사･조리종사원･조리원)에게 매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학교급식종사자의 처

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22). 

근무하는 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물리적인 작업환경이 얼

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성 인식’은 평균 2.88로 낮게 

나타났으며, 근무하는 학교의 급식생산운영시스템(동선, 조

리공정도, 위생 등)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3.11점으

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두 문항에서 급식유형별, 

급식운영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교급식 운영환경 평가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학교급식에서의 조리작업 운영환경 평가 항목에 대한 요

인 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요인 추출 기준은 

eigen value, scree 도표, pararell analysis 고려하여 4개

의 독립변인을 추출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별된 요

인들은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정보 제공 및 활용’, ‘작업

의 효율성’, ‘예산 확보’이며, 이들의 eigen value는 ‘안전사

고 예방 및 처리’ 7.475, ‘정보 제공 및 활용’ 2.078, ‘작업의 

효율성’ 1.486, ‘예산확보’ 1.436으로 조사되었으며, 요인들

에 의한 설명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35.60%, ‘정보 

제공 및 활용’ 9.897%, ‘작업의 효율성’ 7.077%,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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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56.410%이다. 각 요인

의 공통성(communality)은 0.819∼0.396으로 나타났으

며,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0.934∼0.307로 나타났

다.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을 고려하여 ‘조리기계･기구의 관

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 ‘급식소 안전

보건관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조리종사자들 간의 

업무 협조체계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항목은 삭제되었

다. 본 연구의 항목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Cronbach's 

alpha 값은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만족도’ 0.837, ‘정보 

제공 및 활용 만족도’ 0.835, ‘작업의 효율성 만족도’ 0.713, 

‘예산확보 만족도’ 0.590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운영환경 평가

학교급식 운영환경 평가 조사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

였다. ‘정보제공 및 활용 항목’은 평균 3.76점으로 응답되어 

운영환경 평가 항목 중 점수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산업

안전보건법 제12조와 제41조에 물질안전보건자료(Mate-

rial Safety Data Sheets)의 작성과 비치 및 설치와 부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응급조치 요령,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누출방지 및 개인보

호구, 독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

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부착해야 하며,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23). 급

식유형과 운영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작업의 효율성’은 평균 3.30점으로 나타났고 급식 유형

에 따라 도시형의 점수가 농촌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급식운영형태에 따라 유의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단독관리형의 점수가 공동관

리･공동조리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작업의 효율성 항목’

은 업무량 경감을 위한 조리작업의 표준화와 관련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관리･공동조리형을 담당하는 영양

사가 단독관리형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비교하여 한 급식소

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단

독관리형의 점수가 공동관리･공동조리형에 비해 높게 나타

난 것으로 사료된다. 

‘예산확보’는 평균 3.20점으로 응답되었다. 예산확보와 

관련된 문항은 조리원의 대체 인력풀과 급식 시설 유지 및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 따르면 안전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8.9%의 조리원이 조리원 인력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급식유형과 운영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처리 항목’은 평균 3.18점으로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최근 학교급식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근골격계 질환이 반복적

이고 누적되는 특정한 일 또는 동작과 연관되어 신체의 일부

를 무리하게 사용함으로 발생하며, 이는 같은 작업을 같은 

자세로 반복하며 무거운 음식을 들거나 이동해야 하는 조리

작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17). 본 연구에 의하면 안전사고

의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량’이 지목되었고, 안전한 작

업 환경을 위해 ‘충분한 작업 인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

답되었는데, 부족한 작업인원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작업 전

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등 직접적으로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에 소홀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근골

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1회에 운반하는 무게를 줄이고, 

2인 1조의 작업형태를 가지고, 작업 전과 후에 스트레칭 등 

체조를 실시하고, 조리실 설계 시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작업

을 위한 설계는 꼭 필요하므로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급식유형에 따라 도시형이 농촌형에 비해 급식운

영형태에 따라 단독관리형이 공동관리･공동조리형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요인분석 한 학교급식 운영환경 평가 항목에 대하여 안전사

고 경험 여부와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요인에 해당하는 각각의 항목이 안전사고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대상 안전교육 실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태 조사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

음(94.8%)’, ‘없음(5.2%)’으로 나타났다. 급식유형과 급식

운영형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 횟수’는 연평균 3.45회이며 ‘교육시간’은 연평균 

5.10시간이었다. 도시형이 농촌형에 비해 교육 횟수와 시간

이 높게 나타났고, 단독관리형이 공동관리･공동조리형에 비

해 교육 횟수와 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

하여 생산직종사 근로자 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 신규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은 

반기 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23) 본 연구에 따르

면 교육시간이 규정된 횟수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어 안전교육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농촌형과 도서･벽지형의 관리형태의 경우 공동관리하

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교육 시간과 횟수가 더 적을 것으

로 사료된다.

교육주관 기관은 ‘현재 근무학교(64.1%)’, ‘교육청(54.3 

%)’, ‘산업안전보건공단(43.5%)’, ‘기타(2.7%)’ 순으로 나타

났다.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식(74.5%)’, ‘재해사례 발표

(22.8%)’, ‘시청각 교육(20.1%)’, ‘토의식(6.0%)’, ‘기타(5.4 

%)’, ‘역할･실습교육(1.6%)’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9)

에서 보이는 조리종사원의 안전교육 방법에 대한 결과인 ‘강

의(47.1%)’, ‘비디오 교육(25.1%)’, ‘토론식(12.4%)’의 결과

와 비교하여 본 논문은 토론식보다는 재해사례 발표와 시청

각 교육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강의식의 수업방법

을 선행연구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후 평가 방법으로는 ‘평가 안함(59.2%)’, ‘객관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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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15.2%)’, ‘기타(9.2%)’, ‘면담(6.0%)’, ‘주관식 시험(6.0%)’, 

‘실기(4.3%)’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9)의 안전 교육 평

가 방법은 ‘객관식 시험(54.0%)’, ‘주관식 시험(27.1%)’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작업 내용에 맞는 

교육(85.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 후 평가는 교수 

방법의 개선과 학습 효과의 증진에 기여하며 교육 과정 중 

상호작용을 통해 이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24), 조리종사원에게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 

후 학습내용을 평가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평가를 

통한 조리종사원과 교육자 간 피드백을 통해 조리종사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대상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대한 인

식 조사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해 정도’에 대한 응답은 3.72점, ‘교육 내용 적합성’은 3.88

점, ‘교육 실제 적용 정도’는 3.99점, ‘교육의 필요도’는 4.42

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Park 

(9)과 Cho(15)의 연구에서도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문항 

점수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조리종사원들이 안전교육

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급식 안전관리

에 대한 영양사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도 조리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평균 4.47점으로 응답되어(13), 

안전교육을 받고 실제로 적용하는 조리종사원과 조리종사

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영양(교)사 모두 안전교육

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급식유형에 

따라 교육 내용 적합성을 제외한 교육 이해 정도, 교육 실제 

적용 정도, 교육 필요도의 항목에서 도시형이 농촌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급식운

영형태에 따라 교육 이해 정도, 교육 실제 정도 항목에서는 

단독관리형이 공동관리･공동조리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

육 내용 적합성, 교육의 필요도는 공동관리･공동조리형이 

단독관리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산업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작업내용에 맞는 내용(85.9%)’으로 응답되어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교육에 자발적인 참여(7.0%)’, ‘교육 방법

(5.4%)’,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1.6%)’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교육 요구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

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안전교육 요구도 조사는 학교

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주제와 관련된 7개 문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리작

업 시 주의사항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에 대한 주제와 관련

된 12개 문항으로 나누어 총 19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에 대한 교육 주제 중 ‘손목과 팔의 

통증’에 대한 요구도가 4.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

통(4.60점)’, ‘화상･데임(4.59점)’, ‘미끄러짐･떨어짐(4.56

점)’, ‘베임･절단(4.53점)’, ‘전기충격 감점(4.50점)’, ‘피부 

가려움증･부풀어 오름 및 붉어짐(4.41점)’으로 응답되었고 

모든 항목이 4점 이상으로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

다. 

조리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 방법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에 대한 교육 주제 중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화재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보험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이 각각 4.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4.59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4.56점)’, ‘근로자 건강진단 및 산업 간호에 관한 

사항(4.41점)’, ‘작업공정의 유해 및 위험에 관한 사항과 물

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항(유기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사항)(4.37점)’,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

한 사항(4.36점)’,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4.30점)’, ‘표

준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4.27점)’, ‘산업안전보건법령

에 관한 사항(4.16점)’ 순으로 나타났고 모든 항목이 4점 

이상으로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급식유형에 따라 도시형은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을 위

한 주제’에 대한 교육 요구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보상보험 신청 방법’과 같이 안전사고 발생 후 사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농촌형보다 높게 나타나 사

례 위주의 실용적인 교육 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점수 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호구 및 안전

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의 경우 농촌･도시벽지형의 

요구도가 도시형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급식운영형태에 따라 단독조리형의 경우 공동관리･공동

조리형과 비교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19개 문항 중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중 ‘전기충격 감전’, 

‘미끄러짐･떨어짐’에 대한 2개 문항, ‘가스안전에 관한 사

항’, ‘화재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보험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항목’,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6

개 문항의 교육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점수 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안전교육 요구도에 대한 총 19개 교

육 주제 문항 중 11개 문항에서 공동관리･공동조리형이 단

독조리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의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은 학교급식 

현대화 시행 초기단계에 마련한 배치기준으로 현재는 급식

시설 및 기계･기구의 현대화 및 급식실의 확충 등 조리작업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HACCP 시스템에 맞는 급식시설로 

작업공간이 넓어지고 세분화된 조리공정과 소독 기준으로 

작업량의 증가 등 많은 변화 요소가 발생하였다. 이에 학교

급식 시설 및 기구의 현대화와 양적･질적 개선에 대한 대응

하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작업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리

종사원의 배치기준의 수정이 요구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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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많은 예산을 시설 및 기구의 현대화에 지원하였

으나, 양적으로 많은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 한 학교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어렵게 되므로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는 

지원된 예산 범위에서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기계･기구를 

구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 조리종사원의 쾌적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은 작업의 능률 향상은 물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리종사원의 주 

작업공간인 급식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과학적인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 평가에 근거한 설계가 요구되며, 기계･
기구의 작업동선을 고려한 배치 및 지속적인 학교급식의 현

대화 사업과 조리종사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행･재정

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각 학교별 기계･기구 및 설비와 

작업동선, 조리인원 및 작업환경과 운영환경, 안전사고의 빈

도와 원인 분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 내

용을 구성하여 체계적이며 정기적으로 조리종사원 모두 안

전사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올바른 작업 방법이 습관화되어 

행동화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교

육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교육 방법 및 도구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학교급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검

수하기 전 준비단계에서 마지막 정리까지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요인 조사하고 작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유해요인의 원

인)을 조사, 파악하고 조리종사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충북지역 학교급식에서의 안전사고 실태 및 인식, 

작업환경 및 운영환경의 실태 및 인식, 안전교육 실태 및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을 위한 기초자료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에 근무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조리

종사원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배포된 설문지 총 234부 중 202부(86.3%) 

회수하여 응답이 누락된 8부를 제외한 194부(82.9%)를 분

석에 이용하였다. 충북지역 조사대상 조리종사원의 고용형

태는 기능직이 72.7%,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1.8%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평균 49.68세, 학교급식에서

의 총 경력 평균은 13.73년이며 현재 근무학교의 경력 평균

은 4.51년으로 나타났다. 근무학교의 일반사항으로 급식운

영형태는 단독관리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평

균 제공 식수는 평균 497.05명, 급식 인력 수는 영양(교)사

를 제외한 평균 5.07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의 안전사고 실태 조사 결과, 현재 학교에서 안전사고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조리종사원은 44.3%이며 안전사고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사고횟수가 1회인 경우가 60.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8월, 8∼11시에 가장 많이 발생

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작업공정은 조리 

52.3%, 청소 37.2%이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설비 및 기기

는 국솥, 튀김솥이 52.4%로 가장 많았다. 안전사고 유형은 

화상･데임 64.7%, 손목과 팔의 통증 41.2%, 미끄러짐･떨어

짐 35.3% 순이며, 안전사고 후의 사고 처리 방법으로는 종

사자 개인부담 57.6%, 산업재해 처리 35.3% 순이었다. 안

전사고 후 산업재해 처리 치료기간은 4∼14일 45.3%, 4일 

미만 28.3%, 15∼28일 17.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조리종사원의 과

도한 업무량 41.2%, 안전한 급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는 충분한 근무인원이 71.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현재 

근무 학교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조

리인원의 부족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적 작업환경 

중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환기시설 28.4%, 기계 및 

기구의 현대화 22.7%, 조리기기의 효율적 배치 13.9% 순으

로 나타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안전교육

의 체계화, 정기화 46.4%, 안전사고의 빈도와 원인 분석 

21.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물리적인 작업환경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성 인식

은 평균이 2.88로 낮은 인식 점수로 나타났으며, 근무하는 

학교의 급식생산운영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3.1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환경 평가 조사 결과, 예산확보 항목을 제외한 안전사고 예

방 조치 및 처리 항목, 정보제공 및 활용 항목, 작업의 효율성 

항목의 평균이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예산확보 항목의 

평균은 1.77점으로 매우 낮은 평가 결과를 보였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태 조사 결과 안전교

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4.8%, 교육 횟수

는 연 3.45회, 교육 시간은 평균 5.10시간이며, 교육 주관 

기관은 현재 근무학교가 64.1%, 교육 방법으로는 강의식이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안전보건 교육 이해 정도는 3.72점,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용의 적합성은 3.88점,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실제 적용 정

도는 3.99점,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필요 정도는 4.42점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업내용에 맞는 내용이 85.9%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요

구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이 4점 이상으로 높은 교육 요구도

를 나타내고 있었다.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의 배치기준의 합

리화,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증가와 안전사

고 예방 교육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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