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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accidents and to assess hazards in institutional 
foodservices in the Changwon and Masan area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February 1 to March 31, 2009 
using questionnaires, and 142 dietitians participated. The dietitians' perception of accident risks in workplace  
averaged 3.11 points. Forty-five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sponded that accidents had occurred more than 
once between 2006 and 2008. In addition, 28.2%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employee absences or turn-
over due to accidents during Year 2008. ‘Musculoskelectal injuries or disorders (65.5%)’, ‘slips or falls 
(64.8%)’, ‘burns (57.7%)’, and ‘cuts and punctures (48.6%)’ were the predominant accidents in foodservice. 
‘Knives (76 points)’, ‘steam kettles (41 points)’, ‘vegetable cutters (34 points)’ and ‘turn kettles (26 points)’ 
were the equipment with severe accidents, such as burns or cut injuries. Among foodservice processes, ‘carpal 
tunnel syndrome while washing (2.83 points)’, ‘burned by frying oil (2.64 points)’, ‘cut by sharp tools (2.55 
points)’, ‘musculoskelectal injury by moving heavy weight food materials (2.41 points)’, and ‘injury by slip-
ping on wet workplace floors and trenches (2.19 points)’ were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accidents at 
foodservice site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dietitians' perceptions of safety supervision should be improved,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hey receive safe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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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재해란 노동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

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직접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Ministry of Emp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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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and Labor 2010b). 산업재해는 근로자 자신에게

도 불행이지만 전문 인력의 손실과 보상금 지급 등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업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에 한 체계적인 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7년 산업재해 분석(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07) 보고에 따르면 제조업(36.8%)
과 건설업(23.4%)이 전체 산재 발생의 약 60.2%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도 · 소매 및 음식 · 숙박업

(12.4%), 공공행정 · 사회복지 · 교육서비스 및 기술

서비스업(7.2%)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제조업과 건설

업은 산업 분류별로 산재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반

면 급식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음식 · 숙박업에 

통합되어 있어 급식산업의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자

료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 · 
숙박업종의 산재 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도 재해자

수는 6,333명, 사망자수는 58명으로 2007년 비 각 

각 15.9%와 38.1%가 증가하여(Korea Occupational Sa-
fety & Health agency 2008) 급식산업에서의 안전사

고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급식업계에서도 안전사고는 빈번하게 발

생하여 근로일수 상실, 수익성 상실, 서비스 중단, 
보험료 증가 등 안전사고로 인한 비용 손실은 연간 

5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berty Mu-
tual Insurance 2006). 미국 노동통계국(US Department 
of labor 1999)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 중 음식점업계

가 부상이나 질환환자들이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2002년 기준으로 음식점 업계에

서 100명의 근로자당 약 4.6명의 산재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Haynes & Beck 2005). 1999년에

는 582,000건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음식점 

산재환자 3명당 1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US Department of labor 1999).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종류는 미끄러짐, 낙상, 화상 등으로(US 
Department of labor 2003), Filiaggi & Courtney(2003)
에 의하면 발목 ‧ 손목 등의 관절을 삐거나 찢어지

는 사고, 창상, 타박상, 화상, 골절의 순으로 발생했

다고 보고하였다.
급식소에서의 안전관리란 급식업무 전 과정에서 

사고와 재해를 방지하여 급식시설과 종업원 및 고

객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방작업이다

(Kwak 등 2008). 단체급식 문헌(Lee 등 2007)에 소개

된 안전사고의 원인은 환경적 원인과 인적 원인으

로 나뉘며, 안전사고의 종류를 인사 사고, 환경 사

고, 물적 사고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안전사고의 

환경적 원인으로는 작업환경에 따른 물리적 · 화학

적 위험, 환기 · 급수 · 배수 · 작업동선에 의한 위

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험을 들 수 있으며, 인

적 원인으로는 조리종사원의 잘못된 행동습관, 작업

장 시설 및 조리 작업할 때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미흡, 조리종사원의 부주의 등이 꼽힌다. 안전사고

의 종류 중 인사 사고로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화상, 
감전, 찰과상, 자상, 타박상, 허리부상, 골절상 등이 

해당되며, 환경사고로는 화재, 폭발, 누전, 정전 등

을 들 수 있다. 물적 사고는 각종 기기나 설비의 고

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여러 단체급

식 문헌(Lee 등 2007; Chun 등 2008; Kwak 등 2008)
에서 소개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종류는 

근골격계 사고, 화상 사고, 낙상 사고, 절단 사고, 
화재 사고, 전기기구에 의한 사고 등에 한정되었다. 
또한 안전사고 종류별 예방법과 응급처치 요령만을 

간단히 소개하는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안전교육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산업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안

전사고 예방에 한 다수의 노력들이 실행되었다. 미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2010)에서는 직업안전

건강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에 

의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건강 · 안전 프로그램

(OSHA heath and safety program)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상해를 줄여주는 최선의 작업습관(best 
practices)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4가지 기본 요소

(작업장 분석, 위해 예방 및 관리, 교육, 리더십 및 

종업원 관리)로 구성되었다. 미국의 NIOSH(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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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2009)에서

는 작업장에서 상해를 제거 혹은 감소시키는 안전계

획의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경영진의 안전의지 확보, 
종업원의 참여 확보, 잠재적 위해 규명과 우선순위 

결정, 위해 제거, 관리자 및 종업원 훈련으로 구성되

었다. Haynes & Beck(2005)는 급식소에서의 상해사

고를 줄일 수 있도록 미리 책을 강구하기 위한 

SARA(Safety Analysis Risk Assessment) instrument 활

용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급식소 관리자는 체

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시설환경, 작업장 공정, 예방조

치, 안전 활동을 평가하고 과거에 발생한 상해보고

와 함께 분석하여 급식소의 안전사고 위해를 규명하

고, 위해 감소를 위한 안전계획을 개발해 종업원들

이 이를 따르게 하며, 사고나 부상 발생 시 비상계

획을 확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업원 상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가동하며, 마
지막으로 안전계획 실행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

방하기 위해서는 급식소에서 자주 발행하는 사고의 

종류와 위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처하는 안

전한 환경 및 설비여건을 갖추며, 체계화된 안전교

육을 반복함으로써 인적 실수를 줄일 수 있어야 한

다. 그러나 현재 국내 급식업계 여건으로는 안전사

고 통계조차 제 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기

본적인 안전관리 실태 파악이 급선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창원 · 마산 지역의 단체급식소 

관리자인 영양사를 상으로 안전관리에 한 인식

을 조사함으로써 안전사고 현황과 위해를 파악하여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과 안전교육의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국내외 선행연구(Lee 2002; Schweitzer 2007)를 참

고하여 설문지를 개발한 후 현직 영양사의 자문과 

예비조사를 거쳐 보완 · 수정하였다. 2009년 2월 1일
부터 3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영양사가 직접 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창원 · 마산 지역의 초 · 중 · 고등학교 

및 사업체, 병원 등 총 573개 단체급식소 중 300개
소를 임의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142부
(회수율 47.3%)가 회수되어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내용

설문지는 일반 사항, 안전사고 현황, 안전사고 위

해 평가를 위한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상

자와 급식소의 일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일반 사

항 영역에는 성별, 연령, 근무경력, 고용상태, 학력, 
급식소 유형, 운영형태, 식수의 8문항이 포함되었다.

안전사고 현황 영역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3
년(2006∼2008)간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 1년(2008)
동안의 조리종사원 결근 혹은 퇴사 경험, 자주 발생

하는 안전사고 유형, 안전사고의 원인, 안전사고 발

생시 처리방법에 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에 해서는 본인의 급식소에서 안전사

고가 일어날 위험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해 Likert의 5점 척도(‘매우 높다(5점)’, ‘높다(4점)’, 
‘보통이다(3점)’, ‘낮다(2점)’, ‘매우 낮다(1점)’)로 응

답하게 하였다.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종류에 관

해서는 급식 현장에서 실제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

되는 종류를 다중응답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3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에서는 2006년, 2007년, 2008년 

각각 발생한 사고 건수를 직접 기입하게 하여 합산

하였다. 1년 동안의 조리종사원의 결근 혹은 퇴사 

경험은 2008년 1년간 작업 중 안전사고나 그로 인한 

질병에 의해 조리종사원이 결근 혹은 퇴사한 적이 

있는지를 응답하게 하였다. 안전사고의 원인에 관해

서는 다중응답문항으로 구성하되 순위별로 가중치(1
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를 부여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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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위해 평가 영역에는 작업장과 휴식공간

의 환경여건 평가, 안전사고 위해가 높은 장비, 급

식 공정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평가로 구성하

였다. 작업장과 휴식공간의 환경여건 평가에서는 작

업장 8항목, 휴식공간 6항목에 해 Likert의 5점 척

도(‘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응답

하게 하였다. 안전사고 위해가 높은 장비는 다중응

답문항으로 구성하되 순위별로 가중치(1순위: 3점, 2
순위: 2점, 3순위: 1점)를 부여해 분석하였다. 급식 

공정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평가에서는 예비조

사에서 도출한 급식 공정별 안전사고 사례 총 43개 

(검수 4개, 보관 2개, 전처리 4개, 조리 7개, 배식 3
개, 세정 및 청소 7개, 시설 및 장비 16개) 항목에 

해 영양사가 지난 1년간 자신의 급식소에서 발생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Likert의 5점 척도(‘월 1
회 이상 발생(5점)’, ‘3개월에 1, 2회 발생(4점)’, ‘6개
월에 1, 2회 발생(3점)’, ‘연 1회 발생(2점)’, ‘거의 발

생하지 않음(1점)’)로 평가하게 하였다.

3. 통계처리

통계처리에는 SPSS 10.0 for Windows를 이용하였

다. 부분의 문항에 해 빈도수와 백분율 혹은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급식소 유형별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 혹은 일원변량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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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과 휴식공간의 환경여건 평가에 해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한 결과, 작업장 환경여건 

0.822, 휴식공간의 환경여건 0.865로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급식 공정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평가에서도 Cronbach's alpha값을 산출한 결과, 각 공

정별로 0.718∼0.959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문항으

로 구성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일부 문항에 해 응

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응답자 수가 문항별로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결 과

1. 조사대상자 및 급식소의 일반 사항 

조사 상자와 근무하는 급식소의 일반 사항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 상자는 142명으로 여자가 97.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3.7%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 

(32.4%), 40세 이상 (23.9%)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무

경력에서는 10년 이상이 44.0%로 가장 많았다. 고용

상태에서는 정규직(73.9%)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

었다. 학력은 4년제 학졸업자(58.5%)가 가장 많았

고 2년제 학졸업자(21.1%), 학원 재학 이상인 자

(20.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근무하는 급식소 유형에

서는 학교 56.3%, 사업체 29.6%, 병원 14.1%로 학교

에 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직영으로 급식소가 운

영되는 경우는 68.3%, 위탁인 경우는 31.7%로 조사

되었다. 급식소 규모에서는 일일 급식수 1,000식 이

상(41.9%)인 곳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급식소 유형에 따라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서 사업

체와 병원은 30세 미만이 각각 59.5%, 50%로 가장 

많았으나 학교는 30세 이상∼40세 미만이 56.3%로 

가장 많았다(P＜0.001). 근무경력은 사업체는 5년 미

만(47.6%)이 가장 많은 반면 학교는 10년 이상

(59.5%)이 가장 많았다(P＜0.001). 고용상태에서 사업

체(90.5%)와 병원(95%)은 정규직이 부분이었고, 학

교에서는 계약직 비율(40.0%)이 타 집단보다 다소 높

았다(P＜0.001). 급식소 운영형태에서는 학교(96.3%)
와 병원(70.0%)은 직영인 경우가 부분인 반면, 사

업체는 위탁(85.7%)이 부분을 차지하였다(P＜0.001).

2.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인식

1)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

급식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에 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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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foodservice
Total (n=14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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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perception score 3.10b±0.861) 2.65a±0.88 3.23b±0.92 3.11±0.91 3.320*
1)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very low)∼5 point (very high)
*P＜0.05 by ANOVA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Dietitian's perception of accident risk.

Characteristic Category
Type of foodservice

Total (n=142) χ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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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
Male  2 ( 4.8)  0 (  0.0)  1 ( 1.3)   3 ( 2.1)

  NS1)

Female 40 (95.2) 20 (100.0) 79 (98.8) 139 (97.9)

Age (year)

＜30 25 (59.5) 10 ( 50.0) 11 (13.8)  46 (32.4)

29.901***30∼＜40 10 (23.8)  7 ( 35.0) 45 (56.3)  62 (43.7)

40≤  7 (16.7)  3 ( 15.0) 24 (30.0)  34 (23.9)

Career (year)

＜5 20 (47.6)  8 ( 40.0) 15 (19.0)  43 (30.5)

20.169***5∼＜10 11 (26.2)  8 ( 40.0) 17 (21.5)  36 (25.5)

10≤ 11 (26.2)  4 ( 20.0) 47 (59.5)  62 (44.0)

Employment status
Regular 38 (90.5) 19 ( 95.0) 48 (60.0) 105 (73.9)

18.633***
Contract  4 ( 9.5)  1 (  5.0) 32 (40.0)  37 (26.1)

Education

2-yr college 15 (35.7)  3 ( 15.0) 12 (15.0)  30 (21.1)

11.769*4-yr university 24 (57.1) 13 ( 65.0) 46 (57.5)  83 (58.5)

Graduate school  3 ( 7.1)  4 ( 20.0) 22 (27.5)  29 (20.4)

Management type
Self-operated  6 (14.3) 14 ( 70.0) 77 (96.3)  97 (68.3)

85.502***
Contracted 36 (85.7)  6 ( 30.0)  3 ( 3.8)  45 (31.7)

No. of meals 
served/day

＜500 14 (34.1)  6 ( 31.6) 14 (20.3)  34 (26.4)

  NS500∼＜1,000 15 (36.6)  7 ( 36.8) 19 (27.5)  41 (31.8)

1,000≤ 12 (29.3)  6 ( 31.6) 36 (52.2)  54 (41.9)
1)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P＜0.05, ***P＜0.001 by chi-square test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ietitians and foodservice.
N (%)

양사가 인식하는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전체 평균은 3.11점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

성을 보통 정도로 인식하였다. 병원 영양사(2.65점)
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학교 영양사(3.23점)와 사업체 

영양사(3.10점)보다 더 낮게 인식하고 있어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2)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조리종사원 결근·퇴

사 경험

조사 상 영양사가 근무하는 급식소에서 3년(2006
∼2008)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3). 조사 상자의 54.9%가 3년 동안 ‘0건’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39.4%가 ‘1∼5
건’, 5.6%가 ‘6건 이상’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집단 간 비교에서 학교 영양사는 ‘0건’이 6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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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foodservice
Total

(n=142) χ
2

Business
(n=42)

Hospital
(n=20)

School
(n=80)

Yes 14 (33.3)  7 (35.0) 19 (23.8)  40 (28.2) 
NS1)

No 28 (66.7) 13 (65.0) 61 (76.3) 102 (71.8)
1) NS: not significant by chi-square test

Table 4. Experience of employee's absence turnover due to 
accidents in 2008.

N (%)

Category Total
(n=142)

Musculoskeletal injuries or disorders 93 (65.5)

Slips or falls 92 (64.8)

Burns 82 (57.5)

Cuts and punctures 69 (48.6) 

Skin/eye injuries by chemicals 36 (25.4)

Collision of heavy materials 24 (16.9)

Falls of heavy materials  15 (10.6)

Jammed in between machineries or doors 12 ( 8.5)

Gas explosion  7 ( 4.9)

Electric shock  6 ( 4.2)

Poisoned by chemicals  5 ( 3.5)

Falling of employee  1 ( 0.7)
1) Multiple responses

Table 5. Predominant accidents in foodservices1).
N (%)No. of 

cases

Type of foodservice
Total

(n=142) χ
2

Business
(n=42)

Hospital
(n=20)

School
(n=80)

0 15 (35.7) 10 (50.0) 53 (66.3) 78 (54.9)

15.327**1∼5 23 (54.8)  7 (35.0) 26 (32.5) 56 (39.4)

≥6  4 ( 9.5)  3 (15.0)  1 ( 1.3)  8 ( 5.6)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3. Total number of safety accident cases for 3 years 
(2006∼2008).

N (%)

∼5건’이 32.5%, ‘6건 이상’이 1.3%였고, 병원 영양

사는 ‘0건’이 50.0%, ‘1∼5건’이 35.0%, ‘6건 이상’이 

15.0%였으며, 사업체 영양사는 ‘0건’이 35.7%, ‘1∼5
건’이 54.8%, ‘6건 이상’이 9.5%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2008년의 1년간 급식소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조

리종사원의 결근 혹은 퇴사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

한 결과(Table 4), 전체 응답자의 28.2%가 조리종사

원이 결근이나 퇴사한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23.8%)의 경우가 사업체(33.3%)와 병원(35.0%)
에 비해 다소 낮았으나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3)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종류

급식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종류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근골격계 부상이나 질환(65.5%)’, ‘전도(64.8%)’, 

‘화상(57.5%)’, ‘창상(48.6%)’, ‘화학약품에 의한 피부

와 눈 손상(25.4%)’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반

면 ‘무거운 물체에 의한 충돌(16.9%)’, ‘무거운 물체

의 낙하(10.6%)’, ‘협착(8.5%)’, ‘가스 폭발(4.9%)’, ‘전
기 감전(4.2%)’, ‘화학약품에 의한 중독(3.5%)’, ‘종업

원 추락(0.7%)’은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였다. 급식

소 유형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응답률 순위에 변

화가 있었으나 ‘근골격계 부상이나 질환’, ‘전도’, 
‘화상’, ‘창상’의 4가지 사고가 모두 높은 순위로 나

타나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종류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4) 안전사고의 원인

안전사고의 원인을 가중치를 부여한 다중응답으

로 조사한 결과, 영양사들은 ‘조리종사원의 안전의

식 미흡(315점)’, ‘시설장비의 노후(180점)’, ‘조리종

사원의 과도한 업무량(84점)’, ‘안전관리 책임자의 

관리 소홀(53점)’, ‘안전교육 미흡(52점)’, ‘시설 · 장

비 관리자의 점검 미흡(52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6).

5)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하는 방법에 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산재처리(57%)’가 가장 많았고, 
‘공상처리(28.9%)’, ‘종업원 개인부담(7.4%)’,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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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ype of foodservice Total

(n=135) χ
2

Business (n=42) Hospital (n=18) School (n=75)

Claim for employees' compensation insurance 18 (42.9) 8 (44.4) 51 (68.0) 77 (57.0)

22.026**
Company pays the medical bill 17 (40.5) 8 (44.4) 14 (18.7) 39 (28.9)

Employee pays the medical bill  1 ( 2.4) 0 ( 0.0)  9 (12.0) 10 ( 7.4)

Claim for group medical insurance  6 (14.3) 2 (11.1)  1 ( 1.3)  9 ( 6.7)

**P＜0.01 by chi-square test

Table 7. Dealing processes with accidents.
N (%)

Category Total points1)

Lack of safety awareness of foodservice employees 315

Aging of facility and equipment 180

Excessive workload of foodservice employees  84

Management failure of safety manager  53

Lack of safety education  52

Incomplete safety inspection by facilities & 
 equipment manager  52

1) Total points are the sum of multiple responses based on respon-
dents' own priority (weight value: first→3 points, second→2 points, 
third→1 point)

Table 6. Causes of accidents.

의료보험 처리(6.7%)’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7). 
학교는 ‘산재처리’가 68.0%, ‘공상처리’가 18.7%, ‘종
업원 개인부담’이 12.0%, ‘단체 의료보험 처리’가 

1.3%였고, 병원은 ‘산재처리’가 44.4%, ‘공상처리’가 

44.4%, ‘단체 의료보험 처리’가 11.1%였으며, 사업체

는 ‘산재처리’가 42.9%, ‘공상처리’가 40.5%, ‘종업원 

개인부담’이 2.4%, ‘단체 의료보험 처리’가 14.3%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산재 발생 시 학

교에서는 ‘산재처리’하는 경우가 ‘공상처리’하는 경

우보다 3.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응답된 반면, 병원

과 사업체에서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가 비슷한 

비율로 응답되었다.

3.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 평가

1) 작업장과 휴게공간의 환경여건 평가

급식소 작업장과 휴게공간의 안전 관련 환경여건

에 한 영양사 인식은 Table 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통인 3점 이상으로 평가된 항목들

을 보면 작업장의 경우 ‘너무 덥다(3.87점)’가 가장 

높게 인식되었고,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3.58점)’, 
‘증기나 열기가 많이 발생한다(3.56점)’, ‘너무 춥다

(3.50점)’,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3.11점)’, ‘바닥이 

미끄럽다(3.01점)’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의 경우, 학교(3.77점)와 사업체(3.53점)가 병원(2.95
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소음 발생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P＜0.05). ‘바닥이 미끄럽다’는 사업체 영양

사(3.40점)가 학교 영양사(2.78점)보다 더 높게 인식

하고 있었다(P＜0.01). ‘조명이 어둡다(2.71점)’와 ‘혼
잡하다(2.58점)’는 보통 수준 이하로 인식되었고 집

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통인 3점 이상으로 평가된 휴게공간에 한 항

목은 ‘휴게공간이 부족하다(3.21점)’와 ‘샤워시설이 

부족하다(3.05점)’ 뿐이었다. 이 두 항목과 ‘장소 부

적합으로 이용에 불편하다’와 ‘개인사물함이 부족하

다’를 포함한 총 네 항목에서 급식소 유형별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교 영양사가 이들 항목 

모두에서 사업체 영양사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어 

휴게공간 여건이 사업체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

타났다.

2) 안전사고 위해가 높은 장비

조사 상 영양사들은 조리종사원이 사용하는 장

비 중 ‘각종 칼(76점)’의 안전사고 위해가 가장 높다

고 인식하였고, 다음으로는 ‘스팀솥(41점)’, ‘야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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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ype of foodservic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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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place

Too hot  4.00±0.771)   3.95±1.00  3.77±0.99 3.87±0.93 NS2)

Too noisy 3.53b±1.11  2.95a±1.15 3.77b±1.07 3.58±1.12 4.583*

Too much steam and heat  3.63±0.89   3.35±0.88  3.57±1.03 3.56±0.97 NS

Too cold  3.55±0.94   3.20±1.06  3.55±0.95 3.50±0.96 NS

Bad ventilation  3.27±1.12   2.59±1.23  3.14±1.07 3.11±1.12 NS

Too slippery 3.40b±0.90 3.10ab±1.17 2.78a±0.82 3.01±0.93 6.395**

Too dim  2.78±0.99   2.65±0.88  2.70±0.91 2.71±0.92 NS

Too crowded  2.38±1.03   2.60±1.19  2.44±0.84 2.58±0.96 NS

Resting area

Lack of space 2.80a±1.45 3.00ab±1.32 3.46b±1.38 3.21±1.42 3.177*

Not enough shower booths 2.55a±1.34  3.25b±1.48 3.25b±1.39 3.05±1.42 3.641*

Not enough air conditioning  2.76±1.32   2.72±1.49  3.06±1.21 2.93±1.28 NS

Inappropriate resting areas 2.30a±1.30 2.80ab±1.20 2.99b±1.31 2.76±1.32 3.775*

Too noisy  2.50±1.15   2.30±1.17  2.89±1.32 2.69±1.27 NS

Not enough personal lockers 1.93a±1.14  2.60b±1.27 2.57b±1.28 2.39±1.27 3.931*
1)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strongly disagree)∼5 point (strongly agree)
2) NS: not significant by ANOVA
*P＜0.05, **P＜0.01 by chi-square test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8. Circumstance of workplace and resting area.

Category Total points1)

Knives 76

Steam kettles 41

Vegetable cutters 34

Turn kettles 26

Mincers 22

Gas ranges 22

Soup/Thermo-trucks 22

Gas boilers 14
1) Total points are the sum of multiple responses based on respon-
dents' own priority (weight value: first→3 points, second→2 points, 
third→1 point)

Table 9. Equipment with severe hazards.

단기(34점)’, ‘회전식국솥(26점)’, ‘육절기(22점)’, ‘가
스레인지(22점)’, ‘국 보온운반차(22점)’, ‘가스보일러

(14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9).

3) 급식 공정별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평가

연 1회 이상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된 

안전사고 사례 항목들을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세
정 및 청소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세정 작업 시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인한 손목 터널 증후군

(2.83점)’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

었다. 다음으로 조리 공정의 ‘튀김기름에 의한 화상

(2.64점)’, 전처리 공정의 ‘날카로운 소도구에 의한 

베임(2.5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무거운 식

재 운반에 의한 근골격계 부상’이 2.41점, ‘작업장 

물기나 트렌치에 미끄러져 넘어짐’이 2.19점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창원 · 마산 지역의 영양사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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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ype of foodservice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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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iving

Musculoskeletal injuries by moving 
 heavy weight food materials  2.48±1.231) 2.05±1.10 2.47±1.17 2.41±1.18  NS2)

Injuries while opening boxes by 
 using a knife 2.30±1.18 1.78±0.88 2.10±0.98 2.12±1.04 NS

Injuries by falls or collision while 
 using moving cart 2.02±1.12 2.00±0.86 2.16±1.04 2.10±1.04 NS

Injuries by falls of heavy weight 
 food materials 2.12±1.17 1.85±0.88 1.97±1.06 2.00±1.07 NS

Pre-preparation Cuts by sharp tools 2.73±1.14 3.05±1.32 2.33±1.13 2.55±1.18 NS

Cooking Burn by frying oil 2.81±1.25 2.55±1.19 2.57±1.28 2.64±1.26 NS

Washing & 
 cleaning 

Carpal tunnel syndrome by repetitive 
 use of wrists while washing 2.90±1.41 2.50±1.32 2.87±1.24 2.83±1.30 NS

Injuries to eyes and skin by chemical 
 substances 2.34±1.33 1.89±1.13 1.86±1.02 2.01±1.15 NS

Burn by hot sterilization 2.02±1.04 1.75±0.91 2.05±1.09 2.00±1.05 NS

Facility & 
 equipment

Injuries by slip down by wet 
 workplace floor and trench 2.51±1.25 2.20±1.06 2.01±0.99 2.19±1.09 NS

1) 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very rare)∼5 point (more than once a month)
2) NS: not significant by ANOVA

Table 10. Possibility of accidents in foodservice processes.

안전관리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단체급식소의 안전

사고 현황과 위해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 상 영양사들은 급식소에서 안전사고가 발

생할 위험성에 해 보통 정도(3.11점)로 인식한 반

면 노동건강연 의 조사(Jung-Choi 2004)에서는 조리

종사원의 68.5%가 안전사고나 이로 인한 질환의 위

험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고하여 영양사

의 안전사고 위험에 한 인식이 조리종사원보다 낮

았다. 안전사고 발생 시 다치는 사람은 조리종사원

이나 영양사도 책임과 문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한 영양사 

인식이 조리종사원에 비해 높지 않았다. 조사 상

자의 45%에 해당하는 영양사가 2006년에서 2008년
에 이르는 3년 동안 안전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28.2%의 영양사가 2008년 1년간 

조리종사원이 안전사고로 결근이나 퇴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급식소에서 안전사고가 일

어날 위험이 보통 정도라고 조사된 영양사의 인식

은 안전사고 건수나 조리종사원 결근 · 퇴사 경험의 

결과와 비해 보면 낮은 편으로 여겨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한 영양사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종류로 응

답된 ‘근골격계 부상이나 질환’, ‘전도’, ‘화상’, ‘창
상’의 4가지는 선행연구(Kim 2001; Jung-Choi 등 

2004; Bae 2009)에서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로 보

고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 · 하

지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

는 질환을 의미한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
bor 2010c). 근골격계 질환은 가장 중요한 산업보건 

문제로 두되고 있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치료

가 늦어지면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여 치료나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된다(Kim 2008). 2007년 산업재해 현

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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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가 7,723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Korea Oc-
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07)인 것으로 나

타났으나 아직도 진단 기준상의 문제점과 각 산업 

업종별 근골격계 질환의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하려

는 연구 및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Kim 2008). 미

국 노동부의 통계(US Department of labor 1999)에 

따르면 음식업 분야에서 582,000건의 근골격계 질환

이 발생하여 산재환자 3명당 1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국내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

자 상 설문조사(최 2003)에서 조리노동자의 15.2%
가 직업의 어렵고 힘든 점이 건강의 악화 및 직업

병, 특히 팔, 다리, 허리, 관절염, 어깨 결림 등 근골

격계의 각종 통증이라고 호소하였다. 특히 전국 85
개 학교의 조리종사원 500명을 상으로 실시된 연

구(Jung-Choi 등 2004)에서 54.3%가 근골격계 질환 

자각증상 양성자였고, 26.2%가 근골격계 질환 의심

자로 드러나 위험도가 심각함을 보고한 바 있다.
전도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형태로 발 

등을 삐거나 타박상, 골절 등을 유발하게 된다. 화

상은 열이나 불, 증기에 닿아 발생하며, 1도 화상은 

수포 없이 피부가 붉어진 상태, 2도 화상은 물집이 

생긴 경우, 3도 화상은 피부조직이 파괴된 상태이다. 
창상은 칼 등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찔려서 상처

가 나는 사고이다(Chun 등 2008).
노동건강연 의 조사(Jung-Choi 2004)에 따르면 학

교 조리종사원이 겪는 안전사고는 화상(45.4%), 등 · 
허리 등을 삐끗하는 사고(16.8%), 미끄러지는 사고

(12.6%) 순이라고 보고하였다. 조리종사자의 안전사

고에 한 선행연구(Kim 2001; Bae 2009)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언급된 신체적 상해는 ‘화상’, ‘타
박상’, ‘피부외상’, ‘골절’ 등으로 발생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거의 유사

하였다.
조사 상 영양사들은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조리

종사원의 안전의식 미흡(315점)’을 가장 높게 인식하

였고, ‘시설장비의 노후(180점)’, ‘조리종사원의 과도

한 업무량(84점)’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항목들은 

영양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인 반면, 
비교적 낮은 점수로 조사된 ‘안전관리 책임자의 관

리 소홀(53점)’, ‘안전교육 미흡(52점)’, ‘시설 · 장비 

관리자의 점검 미흡(52점)’ 항목들의 경우, 영양사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이 있다. 
조리종사원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Bae 2009)에서

도 안전사고의 주원인으로 조리종사원의 부주의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안전의식은 안전사고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

이 만연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급식소도 작

업환경의 특성상 항상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

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종사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종업원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는 것은 결국 

안전교육이 이를 짚어주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므

로 ‘안전교육 미흡’이 본 연구결과에서 순위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잘 수행되지 못

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안전사고의 차 순위 원인

으로 꼽힌 ‘시설 · 장비의 노후 문제’는 노후화된 시

설 · 장비를 적시에 교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안전 

시스템을 계획하여 운영할 때 안전설계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사고 발생 시의 처리절차를 수립해 두는 것으로 해

결할 수 있다. ‘조리종사원의 과도한 업무량’의 경

우, 생산성 지표를 이용해 적정 노동인력과 시간을 

산정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법으로 가장 많이 꼽힌 

‘산재처리(57%)’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산

재보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며, ‘공상처리(28.9%)’
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고 사업주와 재해당

사자 간에 합의하여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말

한다. 산재보험은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험급

여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

도록 되어 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

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이 1996). 3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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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상 재해는 공상처리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0a). 급식

소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는 산재처리(68%)하는 경

우가 많아 공상처리(18.7%)가 매우 낮은 반면, 병원

(44.4%)과 사업체(40.5%)는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학

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0.01). 산재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

전보건법 위반문제나 산재보험요율 인상 등의 이유

로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에 한 주

의가 요구된다. 조리종사원을 상으로 조사된 선행

연구에서는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하는 경우가 18.8% 
(Bae 2009), 9.1%(Jung-Choi 2004)로 매우 적었고 본

인이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 상

자가 영양사이기 때문에 조리종사원 상 연구와 달

리 산재처리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 평가 영역에서 조사된 작

업장과 휴식공간의 환경여건 평가 결과, 작업장의 

경우, 증기나 열기가 많이 발생하여 너무 덥고, 소

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선행연구

(Jung-Choi 2004; Kim 2007)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학교 조리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조사한 연구

(Jung-Choi 2004)에서는 조사 상자의 75% 이상이 

소음, 고열, 다습한 환경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부 학교의 소음 수준을 측정한 결과 평균 77∼90 
dB로 나타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Kim의 연구(2007)에서도 조사 상 학교 조리종사원

의 71%가 조리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실내온

도라 지적하였다. 고온, 고습, 소음, 불량한 환기 등

과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은 조리종사원의 직무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며 과중한 업무와 제한된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부담이 겹칠 경우,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작업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피로 누적 역시 주의력 저하

의 원인이 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조리종사

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휴식공간은 작업장에 비해 환경

여건이 나은 상태인 것으로 영양사들이 인식하였다. 
그러나 집단 간 비교에서 학교의 여건이 사업체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어(P＜0.05) 휴식공간을 

넓히고, 개인사물함과 샤워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으

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위해가 높은 각종 장비에 해 가중치

를 부여한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본 연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 종류로 응답된 화상과 

창상을 일으키는 ‘각종 칼(76점)’, ‘스팀솥(41점)’, ‘야
채절단기(34점)’, ‘회전식 국솥(26점)’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일관된 응답결과를 볼 수 있었다.
연 1회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안전사고 사례 10개 항목 중 검수 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4개, 세정 및 청소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3
개로 나타나 전처리나 조리공정 못지않게 검수나 

세정 및 청소 단계에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세정 작업 시 반복적

인 손목 사용으로 인한 손목 터널 증후군 발생(2.83
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Jung- 
Choi 등의 연구(2004)에서도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의 상해 증상이 어깨(21.4%)나 등 · 허리(14.5%), 팔
(13.6%)보다 손/손목(23.6%)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조리단계의 

‘튀김 기름에 의한 화상(2.64점)’과 전처리단계의 ‘날
카로운 소도구에 의한 창상(2.55점)’이 다음으로 높

은 발생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위

해가 높은 장비에 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미국의 Liberty Mutual Insurance(2006)에서는 급식

소에서 발생하는 주된 상해들은 수동적으로 식재료

와 기구를 취급하며 반복적인 동작들을 수행함으로

써 발생한다고 보았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도를 인간공학 평가를 통해 조사한 결과(Jung-Choi 
등 2004), 국통 나르기, 밥통 나르기, 식판 넣기, 식
기 세척, 식판 꺼내기, 배식차 세척, 배수구 청소 등

의 작업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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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터널 증후군을 비롯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운반방법의 개선, 정량화, 작업  높이

의 변화, 작업점 변화의 최소화 등 작업시설과 설비

에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도입해 적용할 필요성이 

요청된다(Jung-Choi 등 2004).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과정에서의 위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완수해야 

하는 노동량이 많은 상태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인

력의 적절한 충원이 요구되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리 부상을 예방

하기 위해서는 작업에 앞서 스트레칭 운동을 반드

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Kim 2008). 따라서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 소화기를 비

치하며, 온수 · 튀김기름 · 증기 취급 시 데이지 않

도록 교육하고, 열방지용 장갑을 비치해야 하고, 창

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용도에 적합한 칼들을 

종류별로 구비해 사용하며, 주변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해 교육해야 하겠다. 또한 전도를 예

방하기 위해서는 마른 바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

장 좋으나 차선책으로 미끄럼 방지 깔판을 설치하거

나 미끄럼 방지용 안전장화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며, 
호스 등 기물을 바닥에 방치하거나 배수로 덮개가 

제 로 위치하지 않는 경우,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작업 전에 항상 점검해야 하겠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창원 · 마산 

지역의 단체급식소 관리자인 영양사 142명(사업체 

42명, 병원 20명, 학교 80명)을 상으로 급식소의 

안전사고 현황과 위해에 해 파악하고자 수행되었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상 영양사들은 급식소에서 안전사고가 발

생할 위험성을 보통 정도(3.11점/5점)로 인식하였

다. 그러나 응답자의 45%가 3년(2006∼2008년) 
동안 급식소에서 안전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하였

고, 28.2%는 1년(2008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조리

종사원의 결근 혹은 퇴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한 영양사의 인식이 개

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발생

한 안전사고 건수에 한 집단 간 비교에서, 안

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영양사가 학

교(66.3%)와 병원(50.0%)에 비해 사업체(35.7%)에
서 유의적으로 낮아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2.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종류로는 ‘근골격계 부

상이나 질환(65.5%)’, ‘전도(64.8%)’, ‘화상(57.5%)’, 
‘창상(48.6%)’, ‘화학약품에 의한 피부와 눈 손상

(25.4%)’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급식소 유

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부상이나 질

환’, ‘전도’, ‘화상’, ‘창상’이 모두 높은 순위로 나

타나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전사고 위해가 높은 장비로는 화상과 창상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각종 칼(76점)’, ‘스팀솥(41
점)’, ‘야채절단기(34점)’, ‘회전식 국솥(26점)’이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다.
3. 안전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영양사가 직접 책

임져야 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의 관리 소홀(53점)’, 
‘안전교육 미흡(52점)’, ‘시설 · 장비 관리자의 점검 

미흡(52점)’보다는 영양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결하기 어려운 ‘조리종사원의 안전의식 미흡(315
점)’, ‘시설장비의 노후(180점)’, ‘조리종사원의 과도

한 업무량(84점)’이 높게 인식되었다.
4. 안전사고 발생 시의 처리방법은 ‘산재처리(57%)’, 

‘공상처리(28.9%)’, ‘종업원 개인부담(7.4%)’, ‘단체 

의료보험 처리(6.7%)’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급식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학교(68%)는 ‘산재

처리’를 주로 하는 반면, 병원과 사업체는 ‘산재

처리(병원 44.4%, 사업체 42.9%)’ 뿐 아니라 ‘공
상처리(병원 44.4%, 사업체 40.5%)’ 한다고 응답

한 경우가 많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5. 작업장의 환경여건을 평가한 결과, ‘너무 덥다

(3.87점/5점)’가 가장 높게 인식되었고,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3.58점)’, ‘증기나 열기가 많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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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3.56점)’ 순으로 나타나 열악한 상태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휴식공간은 작업장에 비해 나

은 여건이었으나 집단 간 비교에서 학교의 휴식

공간이 사업체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어 

개선이 요구되었다(P＜0.05).
6. 연 1회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안전사고 사례 항목들 중 ‘세정 작업에 의한 손

목 터널 증후군(2.83점/5점)’의 발생 가능성이 가

장 높았고, 조리 공정의 ‘튀김기름에 의한 화상

(2.64점)’, 전처리 공정의 ‘날카로운 소도구에 의

한 베임(2.55점)’, ‘무거운 식재 운반에 의한 근골

격계 부상(2.41점)’, ‘작업장 물기나 트렌치에 의

해 넘어짐(2.19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해 조사 상 영양사들이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

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 인식 개

선을 위해서는 영양사 상 안전교육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현재 영양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하듯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또한 영양사뿐 아니라 작업자인 조

리종사원을 상으로 설문조사가 병행되어 정확한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위해를 평가하며 원인을 

진단하여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창원 · 마산 지역 단체급식소만을 상

으로 수행되었기에 보다 정확한 급식소 안전사고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

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제언하며, 본 연구 결과

가 급식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매체 제작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자료로 이용되기를 희망

한다. 특히 연 1회 이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영양사들이 인식한 공정별 안전사고 사례들에 

해서는 사진이나 그림이 포함된 콘텐츠로 개발해 

안전교육에 집중적으로 활용한다면 사고를 예방하

는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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