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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dietitians in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 A total 
of 300 dietitians working in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sur-
veyed using 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and 203 responses were obtain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s (Ver. 12.0) for descriptive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and AMOS (Ver. 5.0) for struc-
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pondents were all female, 56.7% single, and 71.4% under regular employ-
ment. By foodservice management type, 52.7% of the foodservice operations were self-operated. The majority 
of the operations provided meals more than twice a day (73.9%), and 70.4% offered a non-selective menu. 
The dietitians of the contracted foodservices tended to have higher TQM performance scores than those of the 
self-operated foodservices (P＜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
tional commitment scores by the type of the foodservice management. TQM performanc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affecte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both the 
self-operated and contracted foodservices. A relationship between TQM performance leve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elf-operated foodservices was not found. On the other hand, TQM performance level was the 
principal significant factor for increas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ontracted foodservices. This re-
search suggests that business and industry foodservices need to improve TQM performance to enha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foodservice dietitians and to develop specified TQM strategies 
that can be applied to each type of foodservi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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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업체 급식은 단체급식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크

고, 사무실, 공장 등의 직장인을 위한 급식과 관공

서, 연수원, 대학교 급식 등을 포함한다(Kwak 등 

2008). 국내에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각 사업체들

이 단체급식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수적

으로 급팽창하고 있어 사업체 급식시장의 시장점유

율을 확보하기 위한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

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사업체 급식소 영양사의 

의무 고용이 폐지되고, 자율고용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 사업체 급식소 영

양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

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

화 및 사업체 급식소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기존의 

비과학적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업체 급식소의 

시스템화, 메뉴얼화, 식재 · 물류체계 및 지원체계의 

강화 등의 과학적인 급식운영을 위하여 영양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Kwak 등 2007). 기존 

영양사의 고유 직무인 식단 작성, 위생관리, 조리와 

같은 직무에서 보다 확대된 급식 관리자로서의 리

더십을 소유하고 전략과 비전을 공유하며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급식경영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

고 있다(Cho 등 2007; Han 등 2009).
종합적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 TQM)

은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조직의 모든 

기능과 계층에 속하는 종업원이 조직의 품질개선 

목표를 위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종합적인 경영시

스템이다(Alvarez 1994; Kwak 등 2007). TQM의 기본

은 품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고객 요구를 만족

시키며, 직원에 의한 혁신과 직원의 긍지 및 팀워크

를 고취하여 조직의 혁신과 지속적인 품질개선 분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Tenner & DeToro 1992). 또
한 인적자원 관리에서 TQM 개념은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며, TQM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 

구성원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조직원

의 기대를 능가하는 것이다(Aaron 1994). TQM은 조

직 구성원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

하여 종업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유도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

한다(Yoon & Kang 2005; Cho & Yoon 2006). TQM
은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그 장점과 효과성이 부각

되고 있고, 상업성 및 비상업성 급식 모두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향상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하여 

TQM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DeLuco & Cremer 1990; 
Seo 1995; Chon 1997; Cho & Yoon 2006; Cho 등 

2007). 급식산업에서는 공정의 지속적인 개선, 종사

원의 능동적인 참여 증진을 통한 권한 부여, 고객 

중심의 기본원칙을 통한 TQM 적용으로, 고객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Tenner & 
DeToro 1992; Jeon & Joo 2002; Cho & Yoon 2006; 
Kwak 등 2007).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에 대해 Smith 등(1969)은 

각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게 되는 감정의 

총화 또는 균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태도라

고 정의하였고, Locke(1976)는 직무만족을 개인이 직

무를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해서 얻는 경험을 평가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혹은 좋은 정서 상

태라고 정의하였으며, Lawler & Porter(1967)는 실제

로 얻는 보상이 정당하다고 인지되는 수준을 충족

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mith 등(1969)
은 직무만족 요인을 업무자체, 급여, 승진, 동료, 상
사의 감독으로, Porter & Steers(1973)은 조직전체 요

인, 작업환경 요인 및 직무내용을 직무만족 요인으

로 보았다. Gilmer & Van(1971)는 직무내용, 직접적

인 감독, 조직과 관리, 승진기회, 보수와 기타 재정

적 편익, 동료, 작업환경 등이 직무만족 요인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은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급식소에서 종사원

의 직무만족에 관심을 두는 것은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에 대한 만족을 높게 평가할수록 효율적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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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Chang 2001; Choo 등 

2006). 따라서 성공적인 급식운영을 위해서는 효율

적인 인적자원관리가 요구되며 급식관리자의 직무

만족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므로, 급식관리자의 직

무만족도는 매우 중요하다.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구성원

이 에너지와 충성심을 주고자 하는 의지와 자기표현

으로 인식되는 자아체계의 애착으로서(Kanter 1968),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와 의지이다(Allen 
& Meyer 1990). 조직몰입은 종사자를 유지해야 하고 

종사자의 성과를 향상시켜야 하는 경영자나 조직 내

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 많은 관

심을 끌어왔으며, 조직몰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

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

실이다(Steers 1977). Porter 등(1974)은 조직몰입을 개

인이 조직의 목표나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정도, 자신의 작업역할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몰입하

는 정도, 조직에 대한 애정적 느낌과 애착으로서의 

충성심의 정도로 설명한다. Mowday 등(1979)은 조직

몰입을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 및 애

착, 조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헌

신과 충성의사,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열의의 3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설

명하였다. Tett & Meyer(1993)는 조직몰입을 정서몰

입, 근속몰입, 규범몰입의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하

였고, 정서몰입은 개인이 특정한 조직과 자신을 동

일시하고 그 조직에 참여하는 강한 의지를 말하고, 
근속몰입은 개인이 조직을 떠나게 되면 자신에게 돌

아오는 부수적 투자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인식을 뜻

한다. 그리고 규범몰입은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조

직에 남아있으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조직

에 대한 개인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조직몰입성은 여

러 연구에서 직무성과, 이직률, 결근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가능 변수로서 활용되고 있다(Arnold & 
Feldman 1982; Herndon 등 2001).

직무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 수준을 나타내

는 직무만족과 조직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를 나

타내는 조직몰입성에 대한 연구는 직무만족과 조직

헌신성의 형성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급식산

업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간의 상관관계는 여

러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어, Bateman & 
Strasser(1984), Lee & Yang(2004) 연구에서는 조직몰

입도가 직무만족도의 선행변수라고 하였고, Bluedorn 
(1982), Stumpf & Hartman(1984), Min(2007)의 연구에

서는 직무만족이 높은 종사자가 높은 조직몰입 정

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급식소 종사자 및 영양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련한 연구는 학교급식 영

양사의 직무특성과 직무가치관이 조직몰입과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Sin 등 1999), 학교급식 조직문

화 및 조직몰입에 따른 직무만족도 분석(Bu & Chae 
2008), 학교급식 조리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상

관관계(Um 2008), 병원, 학교, 사업체 급식소 영양사 

직무만족, 직무특성 및 조직몰입의 상관관계(Yang 
등 1997), 병원영양사의 조직몰입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Lee & Lee 2000), 위탁급식 종사원의 

내부마케팅이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향(Lee & Lee 2008)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학교급식 및 병원 급식소 영양

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체 급

식소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사업체 급식소의 경우 경영시스템과 인력관리 

등에서 학교나 병원 급식소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게 되고, 급식소의 운영 및 조직특성에 따라서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

므로 사업체 급식소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체 급식소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조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필수요건이므로 조직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만족과 조직에 대한 신뢰와 애착이 강조되어

야 한다. 더불어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체계적 · 
과학적 관리기법인 TQM 수행을 통하여, 직무만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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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umber 
of items

Cronbach' 
alpha

TQM
 performance

Leadership  5 0.90

Strategic planning  5 0.92

Customer and market focus  4 0.82

Measurement ․ analysis ․ 
 knowledge management  6 0.92

Workforce focus  6 0.91

Process management  6 0.90

Results  6 0.95

Total 38 0.98

Job 
 satisfaction

Achievement  2 0.73

Comfort  6 0.76

Status  4 0.74

Altruism  3 0.55

Safety  3 0.83

Autonomy  2 0.74

Total 20 0.92

Organizational 
 commitment

Sense of belonging  7 0.86

Pride  5 0.88

Loyalty  3 0.84

Total 15 0.94

Table 1. Reliability coefficients for TQM,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easures.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영 및 위탁 사업체 급식소 

영양사를 대상으로 TQM 수행도, 직무만족도, 조직

몰입도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사업체 급식소의 

인적자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 · 경기 사업체 급식소에서 급식업

무를 담당하는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대상 급식소는 각각 오피스 50개, 공장 

50개, 교육기관 및 연수원 50개, 체육시설 및 백화점 

등 20개를 편의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여, 우편 또는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또한 

‘사업체 영양사 직무 교육장’에서 연구의 목적, 내

용,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130명의 영양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9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되었고, 본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

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300부가 배부되었고, 203부가 

회수되어 67.7%의 회수율을 보였다.

2. 설문조사 내용

설문지의 내용은 종합적품질경영(TQM) 수행도,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일반사항의 4부분으로 구성

하였다(Table 1). 설문지는 영양사 20명을 대상으로 

pilot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

하여 완성하였다.

1) 종합적 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 

TQM)

TQM 수행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말콤 볼드리지 

품질 대상(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MBNQA)을 토대로 국내 사업체 급식소 영양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Leonard & Mcguire 2007; 
Kwak 등 2008). 설문지의 내용은 리더십 5문항(비전 

및 가치 공유, 창의력 발휘 및 전략적 목표 성취 환

경조성, 의사소통 기술, 조직 수행능력을 위한 적극

적 행동, 사회적 책임 완수 및 경영활동에 대한 책

임을 위한 노력), 전략적 계획 5문항(프로세스 중심

전략, 정보 수집능력, 전략적 목표 달성 계획표, 전

략적 목표 달성 행동계획, 전략적 목표 달성 수행기

준), 고객 · 시장 중시 4문항(고객 · 시장 분야의 인

지, 고객의 피드백 활용,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고

객만족도 조사), 측정 · 분석 · 지식경영 6문항(전략

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능력 측정기준, 수행능력 

분석, 수행능력 정기검토, 전략계획 시행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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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사용자 중심의 하드 및 소프트웨어, 보유 정

보 및 지식 활용), 인적자원중시 6문항(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참여 유도, 조직문화 촉진, 인력평가 시

스템에서의 직원참여 유도, 인력개발 및 학습 시스

템 보유, 인력 훈련체계, 인력참여 평가자료 활용 

및 개선 노력), 프로세스관리 6문항(핵심능력 규명, 
핵심업무 프로세스 규명, 프로세스 평가, 응급상황

에 대한 대처, 품질경영을 통한 프로세스 관리, 업

무 프로세스 개선 노력), 사업성과 6문항(제품 및 서

비스 품질, 고객중심 성과, 재무성과, 인력중심성과, 
업무 프로세스 운영 능력, 리더십성과), 총 3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내부적합도로 알아

본 TQM 수행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은 

0.82∼0.98이었다.

2)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

직무만족도는 미네소타 산업관계연구소에서 개발

한 만족도 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Weiss 등 1967)를 번역하고, 사업체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 · 보완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성취감 2문항(능력 활용 업무기회, 업

무 성취감), 편안함 6문항(업무수행 속도, 업무량 및 

급여, 단독 직무수행 기회, 직업 안전성, 다양한 업무

수행 기회, 작업환경), 신분상태 4문항(승진 기회, 업
무 지시 기회, 보상, 핵심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 
협동심 3문항(동료와의 관계, 양심적 업무수행, 타인

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안정성 3문항(조직 정책 

방향, 상사 업무수행 능력, 상사 의사결정 능력), 자

율성 2문항(자율적 업무 수행 기회, 업무 자율권),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로 평가하였다. 직무만족도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은 0.55∼0.92였다.

3) 조직몰입도(Organizational Commitment)

Mowday 등(1979)의 연구에서 개발된 조직몰입 측

정도구 OCQ(Organization Commitment Questionnaire)

를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일체감 7문항(조직과 나의 가치관 일치

성, 조직을 위한 노력, 조직의 격려 정도, 조직의 성

패에 대한 관심, 조직에 대한 자부심, 조직에서 얻

는 이득, 조직의 방침에 대한 동의), 긍지 5문항(조
직 일원인 것에 대한 자부심, 동종업계로의 이직의

사, 조직 선택에 대한 확신, 조직에 대한 긍정구전, 
상황변화에 따른 이직의사), 충성심 3문항(조직 업무

수행, 조직 충성도, 조직 선택에 대한 만족) 총 15문
항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조직몰입도 신뢰도 계

수 Cronbach Alpha 값은 0.84∼0.94였다.

3. 조사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TQM 수행도, 직무

만족도, 조직몰입에 대한 문항들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TQM 
수행도,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 변수들로 설정한 

인과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AMOS Version 5.0 프로

그램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

하였다.

4.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사업체 급식소의 TQM 수행도가 영양

사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고,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Cho & Yoon(2006)와 Lee & Yang(2004)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과 TQM 수행도가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하였고, Allen & Brady(1997)는 TQM 시
행기업에서 조직몰입이 더 높다고 하였다. 직무만족

도과 조직몰입도 간의 상관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어, 직무만족이 높은 종사자가 

높은 조직몰입도를 갖는다는 주장(Bluedorn 1982; 
Stumpf & Hartman 1984; Min 2007)과 조직몰입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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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ypothesized relationships.

Characteristics Category N (%)

Age (years)

≤25   9 ( 4.4)

26∼30  63 (31.0)

31∼35  69 (34.0)

36∼40  41 (20.2)

≥41  21 (10.3)

Marital status
Single 115 (56.7)

Married  88 (43.3)

Education

2 year college  58 (28.6)

4 year university 120 (59.1)

Graduate school  25 (12.3)

Employment status
Regular 145 (71.4)

Contract  58 (28.6)

Working experience 
 (years)

≤5  59 (29.1)

6∼10  93 (45.8)

≥11  51 (25.1)

Payroll per year
 (a million won)

＜15   5 ( 2.5)

15∼＜20  34 (16.7)

20∼＜25  54 (26.6)

25∼＜30  57 (28.1)

30∼＜35  27 (13.3)

35∼＜40  14 ( 6.9)

≥40  12 ( 5.9)

Work hours (hr/day)

＜8  18 ( 8.9)

8∼＜9  69 (34.0)

9∼＜10  80 (39.4)

≥10  36 (17.7)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무만족의 선행변수가 된다는 주장(Bateman & 
Strasser 1984; Lee & Yang 2004)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QM과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도의 관계,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TQM 수행도는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TQM 수행도는 조직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직무만족도는 조직몰입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결 과

1. 영양사 일반사항

조사대상자 203명 영양사들의 일반사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영양사는 모두 여자였고, 연령 분포는 30세 이하가 

35.4%(72명), 30세 이상이 64.5%(131명)를 차지하였

다. 미혼은 56.7%(115명)였고, 학력은 2년제 대학 졸

업 28.6%(58명), 4년제 대학교 졸업 59.1%(120명), 대
학원 이상은 12.3%(25명)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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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y N (%)

Type of foodservice

Office 113 (55.7)

Industry  35 (17.2)

Training institute  50 (24.6)

Other   5 ( 2.5)

Type of foodservice
 management 

Self-operated 107 (52.7)

Contracted  96 (47.3)

Number of meal a day (meals)

＜250  41 (20.2)

250∼500  67 (33.0)

501∼1,000  55 (27.1)

＞1,000  40 (19.7)

Number of meal times a day

4  20 ( 9.9)

3  64 (31.5)

2  66 (32.5)

1  46 (22.7)

Others   7 ( 3.4)

Menu type

Single menu 143 (70.4)

Double menu  56 (27.6)

Cafeteria   3 ( 1.5)

Other   1 ( 0.5)

Number of employees

≤5 100 (49.3)

6∼10  57 (28.1)

≥11  46 (22.6)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oodservice.

보면, 정규직이 71.4%(145명), 연봉제 계약직이 28.6% 
(58명)로 나타났다. 영양사로서의 근무경력을 보면, 5
년 이하는 29.1%(59명), 6년 이상 10년 이하는 45.8% 
(93명)였으며, 평균 근무기간은 약 8년 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다. 영양사의 연봉 분포를 보면,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8.1%(5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이 26.6%(54
명)를 차지하였다. 근무시간은 8시간 미만이 8.9%, 8
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은 34.0%(69명), 9시간 이상 10
시간 미만은 39.4%(80명), 10시간 초과도 17.7%(36
명)를 차지하였다.

2. 급식소 일반사항

사업체 급식소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사업체 급식소의 유

형을 보면, 오피스는 55.7%, 공장 및 부설 기숙사는 

17.2%, 교육기관 및 연수원은 24.6%, 기타는 2.5%였

다. 기타에 속하는 유형별로는 태릉선수촌과 같은 

체육시설, 할인점 및 백화점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의 경영방식은 직영이 52.7%, 위탁이 47.3%였다. 급
식소에서 제공하는 1일 평균 식수에서는 250식 미만

이 20.2%, 250식 이상 500식 이하 33.0%, 501식 이

상 1,000식 이하 27.1%. 1,000식 초과는 19.7%였다. 
급식소의 1일 식사제공횟수는 4회는 9.9%, 3회는 

31.5%, 2회는 32.5%, 1회는 22.7% 및 기타는 3.4%였

다. 여기에서 기타에 속하는 관공서 급식은 점심 1
회와 간식을 제공하는 형태였다. 급식소에서 운영하

는 식단형태는 단일식단이 70.4%, 복수식단이 27.6%, 
카페테리아식이 1.5%, 기타 0.5%였다. 급식소에서 근

무하는 조리종사원의 수를 보면 5명 이하는 49.3%, 
6명 이상 10명 이하는 28.1%, 11명 이상은 22.6%로 

조사되었다.

3. TQM 수행도,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급식소 운영형태에 따른 TQM 수행도 측정 요소

의 하위 영역인 리더십, 전략적 계획, 고객 · 시장 

중시, 측정 · 분석 · 지식경영, 인적자원중시, 프로세

스관리, 사업성과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를 Table 4
에 제시하였다. 직영급식의 경우, 고객 · 시장 중시

(3.32)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리더

십(2.93), 인적자원중심(2.82), 전략적 계획(2.77), 측정 

· 분석 및 지식경영(2.74), 프로세스관리(2.67), 사업

성과(2.66) 순으로 나타났다. 위탁급식의 경우는 고

객 · 시장 중시(3.78)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
음으로는 전략적 계획(3.65), 사업성과(3.53), 리더십

(3.50), 프로세스관리(3.47), 인적자원중심(3.43), 측정 

· 분석 및 지식경영(3.38) 순으로 나타나, 직영급식의 

순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운영

형태에 따른 전체 TQM 수행도 차이를 살펴보면, 위
탁급식(3.53)이 직영급식(2.84)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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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1) Total Self operated Contracted t-value

TQM performance2)

Leadership 3.20±0.81 2.93±0.85 3.50±0.65 －5.47**

Strategic planning 3.19±0.92 2.77±0.95 3.65±0.62 －7.96**

Customer and market focus 3.54±0.70 3.32±0.70 3.78±0.62 －4.94**

Measurement ․ analysis ․ knowledge management 3.05±0.83 2.74±0.86 3.38±0.64 －6.03**

Workforce focus 3.11±0.79 2.82±0.72 3.43±0.75 －5.85**

Process management 3.05±0.80 2.67±0.82 3.47±0.54 －8.32**

Results 3.07±0.89 2.66±0.91 3.53±0.58 －8.23**

Total 3.17±0.70 2.84±0.70 3.53±0.49 －8.17**

Job satisfaction3)

Achievement 3.43±0.59 3.48±0.58 3.36±0.61   1.40

Comfort 3.27±0.55 3.31±0.55 3.22±0.55   1.19

Status 3.08±0.59 3.06±0.60 3.11±0.57 －0.71

Altruism 3.72±0.51 3.78±0.46 3.66±0.55   1.72

Safety 3.28±0.65 3.22±0.66 3.34±0.63 －1.31

Autonomy 3.54±0.66 3.54±0.69 3.54±0.63   0.06

Total 3.39±0.47 3.40±0.46 3.37±0.48   0.40

Organizational 
 commitment2)

Sense of belonging 3.27±0.55 3.21±0.54 3.34±0.55 －1.73

Pride 3.35±0.69 3.37±0.72 3.32±0.66   0.53

Loyalty 3.22±0.68 3.22±0.70 3.22±0.66   0.06

Total 3.29±0.57 3.27±0.58 3.31±0.56 －0.55
1) Mean±SD
2) A 5-point scale was used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3) A 5-point scale was used (1: strongly dissatisfied, 5: strongly satisfied)
**P＜0.01

Table 4. Comparison of TQM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foodservice management type.

것으로 나타났고(P＜0.01), 모든 TQM 수행도 하위 

영역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영양사의 직무만족도를 나타내는 하위 속성인 성

취, 편안함, 신분상태, 협동성, 안전성, 자율성에 대

한 급식소 운영형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Table 4)
에서 영양사의 직무만족도는 전체 평균 3.39로 나타

났고, 위탁급식(3.37)과 직영급식(3.40)의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협동심(3.72)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

고, 자율성(3.54), 성취감(3.43), 안전성(3.28), 편안함

(3.27), 신분상태(3.08) 순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는 운영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사의 조직몰입을 측정하는 하위 속성인 일체

감, 긍지, 충성심에 대한 급식소 운영형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직영과 위탁급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직영급식의 경우는 긍지(3.37)가 가

장 높았고, 충성심(3.22), 일체감(3.21) 순으로 나타고, 
위탁급식의 경우는 일체감(3.34), 긍지(3.32), 충성심

(3.22)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영별 순위는 운영형

태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점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가설검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5와 같으며, 전체적으로 구조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는 GFI 
(Goodness-of-Fit Index: 0.90 이상일 때 바람직), 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0.90 이상일 때 바람

직),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0.08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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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Hypothesis
Path coefficient

C.R. Supported
B β

Model A
 (Total)

1. TQM performance → Job satisfaction 0.347 0.524 6.44** Accepted

2. TQM performance → Organizational commitment 0.170 0.219 3.49** Accepted

3. Job satisfac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0.798 0.679 8.39** Accepted

Model B
 (Self-operated)

1. TQM performance → Job satisfaction 0.379 0.629 5.57** Accepted

2. TQM performance → Organizational commitment 0.074 0.103 1.25 Rejected

3. Job satisfac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1.014 0.845 7.11** Accepted

Model C
 (Contracted)

1. TQM performance → Job satisfaction 0.698 0.675 4.90** Accepted

2. TQM performance → Organizational commitment 0.532 0.454 3.47** Accepted

3. Job satisfaction → Organizational commitment 0.423 0.374 3.04** Accepted

**P＜0.01

Table 5. Path coefficient of final adjusted model.

바람직), NFI(Normed Fit Index: 0.90 이상일 때 바람

직), χ2에 대한 P-value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전
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257.42(P＜0.001), 
GFI=0.860, AGFI=0.811, RMR=0.032, NFI=0.901, NNFI= 
0.925(모형 B: χ2=175.00(P＜0.001), GFI=0.830, AGFI= 
0.771, RMR=0.033, NFI=0.876, NNFI=0.932; 모형 C: 
χ2=202.96(P＜0.001), GFI=0.887, AGFI=0.713, RMR= 
0.027, NFI=0.824, NNFI=0.883)로 나타나 일부 지수

는 기준보다 낮기는 하지만, 대체로 기준을 충족시

켜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 검정에 무리

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1) TQM 수행도와 직무만족도 관계

모형 A(전체 영양사 집단)에서 사업체 급식소의 

TQM 수행도는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설 1은 채

택되었다(β=0.524, C.R.=6.44, P＜0.01). 즉, 영양사들

의 TQM 수행도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점수

도 높아진다. 이러한 관계는 모형 B(직영 급식소 영

양사 집단: β=0.629, C.R.=5.57, P＜0.01)와 모형 C(위
탁 급식소 영양사 집단: β=0.675, C.R.=4.90, P＜0.01)
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모형 A, B, 
C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 직영과 위탁급식

소의 TQM 수행은 영양사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TQM 수행도와 조직몰입도 관계

모형 A(전체 영양사 집단)에서 사업체 급식소의 

TQM 수행도와 전체 영양사의 조직몰입도에 긍정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설 2
는 채택되었다(β=0.219, C.R.=3.49, P＜0.01). 이러한 

관계는 모형 C(위탁 급식소 영양사 집단: β=0.454, 
C.R.=3.47, P＜0.01)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으나, 모
형 B(직영 급식소 영양사 집단: β=0.103, C.R.=1.25, 
P＞0.05)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는 위탁급식소 영양사들의 TQM 수행도 점수가 높

을수록 조직몰입도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

나, 직영급식소 영양사 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관계

사업체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직무만

족도는 조직몰입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모형 A(전체 영양사 집

단): β=0.679, C.R.=8.39, P＜0.01). 즉, 영양사들의 직

무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 점수도 높아

진다. 이러한 관계는 모형 B(직영 급식소 영양사 집

단: β=0.845, C.R.=7.11, P＜0.01)와 모형 C(위탁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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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영양사 집단: β=0.374, C.R.=3.04, P＜0.01)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모형 B와 모형 C의 경로계수

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직영 급식소 영양사 집단의 

경로계수(β=0.845)가 위탁 급식소 영양사 집단의 경

로계수(β=0.374)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영 급식소 영양사들의 조직몰입도가 직무만족도 

변수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찰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은 경영전략 차원

에서 생산직, 관리자, 최고 경영자까지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품질운동이다(Kwak 등 2007). 국내 급식분

야에 품질경영의 필요성을 지적한 곽(1995)의 연구

에서 전사적 품질경영의 접근방식, 절차, 적용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후 TQM의 원리를 대학급식소의 

성공적 관리요소의 규명에 적용한 연구(Chang 1996)
를 포함하여 상업성 및 비상업성 급식소에서 제공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Seo 1995; Lee & Yang 등 2004; Cho & 
Yoon 등 2006; Cho 등 2007). 이와 같이 품질경영이 

급식조직의 혁신경영이나 단체급식의 장기적 성장

을 위한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품질만

이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Kwak 등 2008).
말콤 볼드리지 품질 대상(Malcolm Baldrige Natio-

nal Quality Award: MBNQA)은 미국의 서비스 기업 

중 품질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품질 중심의 전

략을 개발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참

여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상으로(Kwak 등 2008), 통

합적 평가시스템의 모델을 기초로 한다. 조직입장에

서 수상을 목적으로 품질경영을 전개할 수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품질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및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TQM 수행도 측정은 말콤 볼드

리지 품질 대상을 기초로 평가 기준을 리더십, 전략

적 계획, 고객 · 시장 중시, 측정 · 분석 · 지식경영, 
인적자원중시, 프로세스관리, 사업성과의 7범주로 설

정하여 조직의 수행도를 평가하였다. 대학급식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관리요소를 도출하는데 

TQM 기준을 적용한 연구(Chang 1996)에서 급식운영

관리의 필수요소를 직원의 만족도, 품질서비스관리, 
직원의 교육활동, 정보시스템의 활용, 급식관리(구매, 
재무, 위생 · 안전, 마케팅, 인력관리)활동으로 제시

한 바 있고, Cho 등(2007)과 Cho & Yoon(2006)의 연

구에서는 영양사 TQM 수행도를 조직경영, 정보경

영, 품질경영, 지식경영, 감성경영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TQM 수행도는 고객 · 시장 중심(3.54)

이 가장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측정 · 
분석 · 지식 경영(3.05)이 가장 낮은 수행도를 보였

으며, 전체 평균은 3.17점으로 나타났다. 단체급식소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Cho & Yoon(2006)의 연구에

서는 TQM 수행도 측정항목에서 3.5점 이상의 점수

를 보여 본 연구에서 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TQM 수행도 전체 평균 및 모든 측정항목에서, 직영

급식소의 영양사의 수행도가 위탁급식소 영양사의 

수행도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1). 따라서 직영보다는 위탁급식의 TQM 수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ho & Yoon 
(2006)의 급식운영 형태에 따른 하위 5개 영역 TQM 
수행도 차이비교에서도, 위탁급식의 점수가 직영급

식의 점수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조직경영, 정보경영 2개 하위 영역만이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TQM의 수행도는 직영급

식소보다 위탁급식소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았으며 

특히 위탁급식소는 고객과 시장에 중심을 둔 경영

활동을 전개하였다. 직영급식소의 영양사들은 TQM
을 적용한 급식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요구되며, 특히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

기 계획에 반영하는 활동이 요구되었다.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경험이나 직무평가를 통

해서 얻게 되는 정서적인 만족상태나 긍정적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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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태를 말하며,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으로 일자체, 
임금, 승진, 인정, 복리후생, 작업여건, 감독, 동료, 
정책 등에 관련된 포괄적인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Locke 1976).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는 직무기술지표(Job De-
scriptive Index: JDI)와 미네소타 직무만족 설문지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이다(Smith 
등 1969; Weiss 등 1967). JDI는 직무자체, 급여, 승

진, 동료, 감독의 다섯 가지 범주로, MSQ는 창의성, 
독립성, 인간관계, 기술적 측면, 작업 조건으로 분류

하였다. MSQ를 기초로 직무만족도를 평가한 본 연

구결과 사업체 급식소 영양사의 직무만족도는 3.39
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대학급식소 관리자의 작업장 내 삶의 만족

도를 평가한 연구(Chang 1996)에서 직영 관리자 3.19
점 위탁 관리자 3.27점 수준이며, 작업장의 실내온

도, 조도, 소음과 같은 작업장 내 물리적 환경을 제

외한 나머지 영역인 직무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장기회, 봉급체계, 의사소통, 작업조건은 두 형태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강원지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에서는 각각 2.03∼3.28점, 2.03∼3.43
점의 범위를 나타냄으로써 비교적 불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ang & Kim 2003). 영양사

의 직무만족도는 협동심(3.72), 자율성(3.54), 성취감

(3.43), 안정감(3.28), 편안함(3.27), 신분상태(3.08) 순

으로 나타났다. 단체급식소 영영사를 대상으로 한 

Cho & Yoon(2006) 연구와 병원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Lee & Lee(2000)의 연구에서도 동료관계에서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여, 동료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협

동심의 항목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사업체 급식소의 영양사는 인간관계면에

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승진과 보상

을 포함하는 신분상태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

를 보였는데, 이는 영양사 스스로 다른 직업과 비교

하여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낮고, 승진의 기회도 거

의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Cho & Yoon(2006)와 Lee & Lee(2000)의 연

구에서도 승진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
러므로 향후 급식소의 인적자원관리에서 급여와 승

진에 대한 처우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

겨진다.
직무만족이 개인의 직무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신념이라면, 조직몰입은 조직 전반에 걸쳐 느끼는 

직원의 감정과 신념이다. 조직몰입은 두 가지 개념

으로 대별된다.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은 

조직을 위해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조직을 신뢰

하며, 조직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직원

이 조직에 보여주는 몰입이다. 지속적 몰입(contin-
uous commitment)은 직원이 조직을 이탈할 경우 비

용손실이 많다고 느낄 때 조직에 머무르기 위해서 

보이는 몰입이다(Gregoire 2010). 정서적 몰입은 조직

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발적 행동과 동료를 돕고, 조
직의 발전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등 자신의 직

무에 자긍심이 높고 충성심이 높은 반면에 지속적

인 몰입은 조직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영양사의 

조직몰입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3.29점/5점)이었고, 
긍지(3.35), 일체감(3.27), 충성심(3.22)의 순으로 나타

났다. 학교급식소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조직몰입도 

조사에서는 평균 조직몰입 수준이 3.40점으로 나타

났고, 충성심(3.48), 긍지(3.42), 일체감(3.34)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순위는 달랐지만 조직몰입 수준

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Bu & Chae 2008). 단체

급식소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Sin & Lee(2003)의 연

구에서 조직몰입도는 평균 4.39점, Lee & Lee(2000)
의 병원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조직몰입도는 평균 

4.68점을 보여, 본 연구보다 높은 수준의 조직몰입도

를 보였다. Steers(1977)는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성

과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Allen & Meyer(1990)의 연

구에서는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이직할 확률이 적

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업체 급식소 영영사의 

조직몰입도를 높여, 성과를 향상시키고, 이직을 막

음으로써 조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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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호텔, 급식업체, 커피전문점을 포함하여 21개 

서비스 조직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인적자원관리 방

침을 규명하려는 연구에서 환대산업은 긴 근무시간, 
높은 직원교체율, 낮은 급료의 특징을 보이며, 이 

상황에서 조직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인사관리는 

사람의 가치, 유연한 근무시간, 창의적인 채용활동, 
직원중심의 교육프로그램, 투명하고 잘 정립된 인사

고과정책을 강조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

며 또한, 조직의 가치를 반영하고 급여와 수행력을 

연결시키는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Hinkin & Tracey 2010)고 지적된 바 있다.
환대산업에서 임시직원을 고용하여 운영경비를 절

감하려는 조직 방침은 결과적으로 직원교체율 증가

를 유도하고 직원모집비용, 교육비용의 증가 및 서

비스 품질의 저하로 연결되므로(Cheng-Hua 등 2009) 
단순히 비용절감차원의 인적자원관리보다는 품질에 

향상을 목표로 수행력 개선 위주의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하다. 임시직원의 경우에 직무성과에 따라 보상

체계를 유연하게 구사할 때 직무만족과 직무성과가 

높았고, 임시직보다 정규직원이 많을 때 직원교체율

이 낮아지고 직무수행교육 비용도 감소된다고 보고

되었다(Cheng-Hua 등 2009). 본 연구에서 TQM 수행

도는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이고, 직무만

족은 조직몰입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TQM 수행도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ee 
& Yang(2004)은 직무만족은 기업의 TQM 수행수준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Cho & Yoon 
(2006)의 연구에서도 단체급식소 영양사의 TQM 수

행과 직무만족도간에는 밀접한 관계를 지적하였다. 
직무의 만족도, 조직에 대한 자긍심, 직무수행도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영향

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조직에 대한 자긍심과 직무수

행력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품질에서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Chang 등 2003)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직영과 위탁급식소의 TQM 수행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TQM의 리더십, 전략적 계획, 고객 · 시장 

중시, 측정 · 분석 · 지식경영, 인적자원중시, 프로세

스 관리, 사업성과에 대한 수행도가 높아지면 직무

에 대한 성취감, 편안함, 신분상태, 협동심, 안전성, 
자율성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영과 위탁급식소 영양사들의 TQM 수행은 

영양사의 직무에 편안함과 소속감, 성취감, 협동심, 
자율성을 증가시켜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탁급식의 경우, TQM의 수행도

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더 높아졌고, 직영급식 경

우에는 TQM 수행과 조직몰입간의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영양사들의 조직몰입도에 미치는 TQM 
수행도 변수의 효과가 급식소의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대해 조직을 연구하는 학자와 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

을 가져온 이유는 구성원의 조직몰입의 정도가 조

직 관리의 효율성 정도를 나타내 주는 가장 보편적

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

할 수 있는 사전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Brown & Peterson 1993). 병원, 학교, 사업체 급식소 

영영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성의 상관분석을 실

시한 Yang 등(1997)의 연구에서, 조직몰입성은 직무

만족의 하위 요소 모두, 직무자체, 급여, 상사의 감

독, 승진, 동료와의 관계 및 직무만족 전체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영영

사를 대상으로 한 Sin 등(1999)의 연구에서, 조직몰

입은 전반적인 직무만족과 높은 정의 상관성을 나

타냈으며, 모든 직무만족 요소와도 상관성이 있었고 

특히 직무자체에 높은 상관성을 보여 자신의 직무

에 만족할수록 조직에 높이 몰입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의 관계는 대체로 정의 

상관관계를 갖지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에 어느 

것이 선행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

속되고 있다. 직무만족이 높은 종사자가 높은 조직

몰입도를 갖는다는 주장과 조직몰입이 직무만족의 

선행변수가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Lee & 



J Korean Diet Assoc 16(4):353-368, 2010 | 365

Yang(2004)의 연구에서는 패밀리레스토랑의 종사자

의 조직몰입은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 Lee(2000)의 

연구에서도 병원영양사의 조직몰입도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 연구에서

는 직영과 위탁급식 모두 직무만족도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

에 선행한다는 Bluedorn(1982)과 Min(2007)의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이는 조직에 대한 일체감, 긍지, 충성

심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영양사의 직무만족

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체 급식조직에 대

한 몰입이 고객만족 수준을 올려서 궁극적으로는 

매출증대와 사업체 급식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영 및 위탁 사업체 급식소 영양사를 

대상으로 TQM 수행도,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를 

조사하고, TQM 수행, 직무만족도, 조직몰입도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본 연구는 서울 · 경기 사업체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지 총 

300부를 배부하여, 이 중 67.7%인 203부 자료를 분

석하였다.
1. 조사대상 영양사는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대는 26

세 이상 35세 이하가 65%를 차지하였으며, 교육

수준은 전문대 졸업이 28.6%, 4년제 대학졸업이 

59.1%였다. 고용상태는 정규직이 71.4%, 근무경력

은 6년 이상 10년 이하가 45.8%, 연봉은 2,0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54.7%를 차지하였다.

2. 근무 급식소 유형은 오피스 55.7%, 식수는 250 이
상 500 미만 33.0%였으며, 1일 2식 제공 32.5%, 3
식 제공이 31.5%를 차지하였다. 식단형태는 단일

식단이 70.4%, 복수메뉴가 27.6%였고, 종사원 수

는 5명 이하 49.3%, 6명 이상 10명 이하가 28.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TQM 수행도 차이를 살펴보면, 위탁급식(3.53)이 

직영급식(2.84)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모든 TQM 수행도 하위 영역에서 위탁과 직

영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직영급식 TQM 수행도는 고객 · 시장 중시

(3.32), 리더십(2.93), 인적자원중심(2.82), 전략적 

계획(2.77), 측정 · 분석 · 지식경영(2.74), 프로세

스관리(2.67), 사업성과(2.66) 순으로 나타났고, 위
탁급식은 고객 · 시장 중시(3.78), 전략적 계획

(3.65), 사업성과(3.53), 리더십(3.50), 프로세스관리

(3.47), 인적자원중심(3.43), 측정 · 분석 및 지식경

영(3.38) 순으로 나타났다. 영양사의 직무만족도

는 전체 평균 3.39로 나타났고, 위탁급식(3.37)과 

직영급식(3.40)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조직몰

입도는 직영(3.27)과 위탁(3.31) 급식소의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체 평균 3.29점이

었다.
4. 직영과 위탁급식소의 TQM 수행도는 영양사의 직

무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QM 수

행도와 조직몰입도의 관계에서는 위탁의 경우 

TQM의 수행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몰입도가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영급식의 경우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도와 조직몰입도의 관계에서는 급식소의 운영방

식에 관계없이 직무만족도는 조직몰입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사업체 급식소의 TQM 수행은 

영양사의 태도를 변화시켜,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직무만족은 높은 

조직몰입도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QM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면, 영양사의 직무만족을 높이

고, 결과적으로 조직에 대한 일체감, 긍지, 충성심을 

제고하여 급식경영 극대화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체 급식소 운영

을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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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 및 인적자원관리와 고객 만족 및 고객관

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정보 및 성과에 대한 분

석이 원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TQM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업체 급식소의 

적극적 TQM 적용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여줌

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유도하

고 급식소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 선정 시, 
TQM을 전략적 차원에서 적용하는 사업체로 한정하

지 않고 영양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TQM
의 기본 수행 내용이라는 가정 하에 조사되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TQM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 급식소를 대상으로 TQM 수행도, 직무

만족, 조직몰입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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