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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job stress factors of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and to examine the rela-
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through path analysis. Data was collected using a survey of 432 
school foodservice employe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Masan, Kyungsangnam-do. All of the partici-
pants were female, and 165(52.9%) were over the age of 45' Additionally, 310(99.4%) of the respondents were married, 
while 287(92.0%) had less than a high school level of education. Furthermore, 271(86.9%) of the respondents were 
cooks. Overall, 107(34.3%) of the respondents had worked in the food industry for less than 5~10 years. In addition, 208 
(66.7%)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never' changed jobs. Among job characteristics that causes job stress, job 
posture was the primary stress factor, followed by heavy work load and job condition. Job stres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urnover intention. Additionally, job position was the only moderating variable that wa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job characteristics and job stress. Finally, the moderating variables influencing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were identified as performance confidence, job career, and job pos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future studies conducted to evaluate the development of job environments and performance 
to minimize turnover and job inefficiency as a result of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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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교급식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식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집단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

의 심신을 건전하게 발달시키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

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현재 학교급식은 가족 주거 환경의 변화와 경제 발전에 

부응한 사회적 욕구에 의하여 급속한 양적인 팽창을 가

져왔으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발전의 뒷받침이 부족

하여 매년 대형 식중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식품의약품

안전청 2008). 더욱이 2006년 위탁급식업체에서 제공된 

식사를 통해 다수의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

여 큰 사회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교급식법

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

7962호로 발호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이에 근거

하여 학교급식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대부분 전

환되었다. 2007년 3월 학교급식의 직영급식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특수학교 11,030개교 중 10,986교
(99.6%)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하루 744만명(95.6%)
의 학생이 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급식인력의 경우 

조리사는 전체급식 학교수 대비 80.8%(8,826명)가 배치되

었고, 조리원은 급식학교당 평균 5명이 배치(총 55,215명)
되어 전체 조리종사자는 약 64,041명으로 추정된다. 그 

중 직영급식을 9,496교(86.4%), 위탁급식을 1,490교(13.6%)
에서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99.8%, 중학교 78.9%, 
고등학교 60.3%, 특수학교 97.1% 정도가 직영급식을 실

시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에 의하여 위탁을 하고 있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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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급식을 2010년까지 모두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2008년에는 229개교가 직영으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 직

영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수효가 확대될 전망이다(교육과

학기술부 2009b). 이처럼 학교급식에서 증가되는 조리종

사자의 비중과 함께 학교급식 관리면에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에 대한 급식경영이 대두되고 급식의 질적 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신영재 2006). 급식의 인력관

리 대상인 조리종사자는 음식의 생산과정에서 식품을 취

급하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피

급식자(학생)를 만나므로 급식의 양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질적 생산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JH와 

Ryu K 2006).
Hestkett JL 등(1994)은 이익, 고객충성도, 고객만족도, 

종업원 만족도, 종업원 충성도,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

하여 서비스이익사슬(service profit chain)을 제안하였다. 
즉 회사가 서비스 운영 전략을 잘 운영하게 되면 종업원

은 직무에 만족하게 되고 이는 종업원의 이직율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하게 되며 이는 곧 서비스 수준의 향상, 
고객만족도 향상, 고객 충성도 향상에 이르게 되며 궁극

적으로 매출 증가 및 수익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가 직무와 관련하

여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도록 하여 이직율을 감소시키고 
급식의 양적 생산성과 더불어 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가

능하도록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학교급식에서 직무스트레스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영양사를 대상으로 몇몇 연구(Sin EK 등 1999, 
Jang UJ 2001, Choo YJ 등 2005, Hwang HJ 2005, Choi 
MK 등 2006, Kim KM과 Lee SY 2007, Noh MA 2008)
가 진행되었고, 학교급식의 기초 인력이라 할 수 있는 조

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Song NC 등(2007)
이 경북지역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소진, 직무 관련 및 조리

작업안전에 대한 인식이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
재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과 외부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변

하고 있고, 학교급식 경영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시점에서 학교급식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하기 위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에 관한 실태 파악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적자원의 관리 중 조리종사자들

의 스트레스 관리는 중요한 해결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종사원들의 입장에서는 피하고자 하는 경

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며(Beehr TA와 Gupta N 1978) 직
무스트레스로 인해 조직 내 생산성 하락, 결근률과 이직

률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낮은 직무만족

과 직무몰입 등의 인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한다(Lee JH 
2001). 물론 스트레스의 자극 자체만 가지고 정신적, 신체

적, 심리적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들이는 개인의 생리적 요인, 성격적 요인 등이 관련되어 

있어 개인이 직무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

는지에 따라 직무만족이 달라진다. 이에 최근에는 직장, 가
정,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McGrath 
JE 1976).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직무스트

레스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한 후 이러한 직무스트레스요

인과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규명함으로서 향후 스트레스로 인

한 직무능력 저하와 이직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직무

환경 개선과 직무수행 발전 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연구 목

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은 무엇인지 규명한다.
둘째, 학교급식 조리종사자가 지각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셋째, 직무특성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에 있어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개인특성(과업수행자신감, 근
무경력, 직위)과 급식소 특성(1일 급식인원수)에 

따라 직무스트레스가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한다.
넷째,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있어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개인특성(과업수행자신감, 근
무경력, 직위)과 급식소 특성(1일 급식인원수)에 

따라 이직의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직무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와 개인적 행

동 결과인 이직의도 등이 특징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것

이라는 가정 하에 직무스트레스의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하여 근무자세, 작업환경조건, 역할과다를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선행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

고 개인특성(과업수행자신감, 근무경력, 직위)과 급식소 

특성(1일 급식인원수)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직무스트

레스 결과변수를 이직의도로 들어 이들 간의 관계를 분

석하고, 개인특성과 급식소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조절효과분석을 탐색하

고자 Fig. 1과 같은 포괄적인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6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무특성은 직무스트

레스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이직

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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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ggested Model.

[가설 3]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개인특성(과업수행자

신감, 근무경력, 직위)은 직무특성이 직무스트

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4]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개인특성(과업수행자

신감, 근무경력, 직위)은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5]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급식소 특성(1일 급식

인원수)은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6]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급식소 특성(1일 급식

인원수)은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자이며 마산시 소재의 초․중․고등학교에 근

무하는 조리종사자 43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리종사자들의 의견들을 조사하기 위

하여 선택항목들을 나열하고 응답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설문방법(self-administrated, closed-ended questionnaire)이 

사용되었다. 사전에 학교급식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와

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조사 대상 및 시기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필요

한 기본 내용과 학교급식의 특성이 연구 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조사 도구의 구

성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 학교급식 실무자와

의 면담을 통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실제 근무하고 있

는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소속 조리종사자 49명을 대상으

로 2007년 10월 20일부터 2007년 10월 27일까지 예비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도구를 

완성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검증된 학교급식 조리종사

자용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07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에 실무자

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받거나, 우편으로 보내어 회수하는 
방법으로 배포 및 회수하였다. 배포된 432부의 설문지 중 
318부가 회수되었으며(73.6%), 이 가운데 응답내용이 부

실한 6부가 제외되어 나머지 312부(72.2%)가 유효 표본

으로서 연구의 실증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설문지의 내용은 급식소의 특성, 직무특성, 직무스트

레스, 이직의도, 개인특성으로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

하였다. 급식소 특성으로는 조사대상의 근무처, 학교형

태, 조리형태, 급식횟수, 배식유형, 1일 급식인원수, 급식

종사자수를 조사하였으며, 직무특성은 근무자세, 작업환

경조건(한정된 공간, 작업조건), 역할과다 등을 조사하였

다. 직무스트레스는 의욕저하, 의기소침, 신체적 피로, 신
경예민, 직무관련걱정, 휴식부족, 시간적 압박감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직의도는 자발적 이직의향 단계, 이직모색

단계, 구체적 실천단계로 나눈 내용을 조사하였다. 마지

막으로 개인특성은 과업수행자신감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으로 나누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용 중에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직위, 고용형태, 근무경력, 소지자격

증, 월평균 급여 실수령액, 이직횟수를 포함하여 조사하

였다.
급식소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

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내용에 따라 “전
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
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

였다. 급식소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명목척도와 자

유서술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통계분석방법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정을 거쳐 SPSS 
14.0과 LISREL 8.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조상대상

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Cronbach's alpha값을 통해 검

증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성 및 연구 모형의 부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요

인과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와의 선형구조관계를 밝히

기 위하여 공변량구조분석(LISREL 8.50 : linear structure 
relat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통

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직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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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312 Percentage(%)

Gender Male
Female

0
312

0.0
100.0

Age(yrs)

<40
40~44
≥45

57
90
165

18.3
28.8
52.9

Mean ± SD 44.58 ± 5.5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2
310

0.6
99.4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over

287
17
8
0

92.0
5.4
2.6
0.0

Positon Cook
Cooking staff

41
271

13.1
86.9

Job status

Regular worker
School accounting staffs(definite period workers)
School accounting staffs(indefinite period workers)
Part Timer

17
188
103
4

5.4
60.3
33.0
1.3

Period of working in the
present school

<3 yesrs
3~5 years
6~10 years
>10

108
90
84
30

34.6
28.9
26.9
9.6

Mean± SD(month) 53.49 ± 35.90

Total period of working in the 
school foodservice 

<3 yesrs
3~5 years
6~10 years
>10

74
81
107
50

23.7
26.0
34.3
16.0

Mean± SD(month) 67.01 ± 41.20

Certificate possession Cooking
None

155
157

49.7
50.3

Salary
(₩10,000/month)

<80
80~100
100~120
>120

221
27
42
22

70.8
8.7
13.5
7.1

No of turnover
(school foodserveice)

Once
Twice 
Three times
More than four times
None

55
33
12
4

208

17.6
10.6
3.8
1.3
66.7

용형태, 현재학교 근무경력, 학교급식 근무경력, 소지자

격증, 월평균 급여 실수령액, 학교급식 내 이직횟수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여자가 100%로 여성위주의 직

종임을 알 수 있으며, 연령은 ‘40세 미만’ 18.3%, ‘40~45
세 미만’ 28.8%, ‘45세 이상’이 52.9%로 40대 이상이 전

체 응답율의 81.7%이므로, 설문 응답자가 주로 이 연령층

에 편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0.6%, 

기혼이 99.4%로 대부분 기혼이었으며,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92.0%, 전문대졸 5.4%, 대학교졸(4년제)이 2.6%로 

나타났다. 직위는 조리사 13.1%, 조리원 86.9%로 나타났

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5.4%, 학교회계직원(무기근로전환

자) 60.3%, 학교회계직원(무기근로미전환자) 33.0%, 시간

제(파트타임)가 1.3%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에 시행된 

학교회계직원 무기근로전환으로 인해 무기근로전환자가 

60.3%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근무경력을 보면 현재학교에서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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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은 ‘3년 미만’ 34.6%, ‘3~5년 미만’ 28.9%, ‘5~10년 

미만’ 26.9%, ‘10년 이상’ 9.6%로 5년 미만의 응답자가 

6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학교급식에서의 근

무경력은 ‘3년 미만’ 23.7%, ‘3~5년 미만’ 26.0%, ‘5~10
년 미만’ 34.3%, ‘10년 이상 16.0%로 ‘5~10년 미만’의 응

답자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자격증을 보면 

조리사자격증 소지자가 49.7%로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으며, 나머지 응답자는 소지자격증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 실수령액을 보면 ‘80만원 미만’이 70.8%, 

‘80~100만원 미만’ 8.7%, ‘100~120만원 미만’ 13.5%, ‘120
만원 이상’이 7.1%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80만원 미

만’에 해당하는 조리종사자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내 이직횟수를 살펴보면 ‘1회’ 17.6%, 
‘2회’ 10.6%, ‘3회’ 3.8%, ‘4회 이상’ 1.3%, ‘없음’이 66.7%
로 대부분이 이직경험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자의 평균연령은 ‘44세’이었으며 최저연령은 ‘22세’, 최
고연령은 ‘58세’이었다. 근무경력은 개월로 환산한 결과 

평균 ‘53개월’ 이었으며 최저 근무 개월이 ‘1개월’, 최고 

근무 개월이 ‘148개월’ 이었다. 이는 새롭게 시작하는 조

Table 2. Characteristics of school foodservice operations
Variables N=312 Percentage(%)

School level
Elementary
Middle school
High school

162
87
63

51.9
27.9
20.2

School type

Public school
Private school

266
46

85.3
14.7

Urban style
Rural style
Island style

250
62
0

80.1
19.9
0.0

Food 
production 
system

On-site production
Commissary food produc-

tion(Co-management)

278
34

89.1
10.9

No. of meal 
service time

Once/day
Two times/day
Three times/day

249
19
44

79.8
6.1
14.1

Service style
Classrom service(A)
Cafeteria service(B)
Combination of A & B

0
312
0

0.0
100.0
0.0

No. of meal 
served/day

<200 
200~500
501~1,000
>1,000

3
111
189
9

1.0
35.6
60.6
2.9

Mean ± SD 602.60 ± 226.39

Co-workers

<7
7~10
>10

68
153
91

21.8
49.0
29.2

Mean ± SD 8.72 ± 2.72

리종사자와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등 다

양한 경력자가 함께 근무함을 보여 주었다.

2) 조사대상자의 급식소 특성

조사대상자의 급식소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근무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1.9%, ‘중학교’ 27.9%,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 20.2%로 초등학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형태는 ‘공립’ 85.3%, ‘사립’ 14.7%이었고, 
‘도시형’ 80.1%, ‘농․어촌형’ 19.9%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주로 학교형태는 ‘공립’이며, ‘도시형’이었다. 조리형

태는 ‘단독조리’ 89.1%, ‘공동조리(조리교)’ 10.9%이었으

며, 급식횟수를 조사한 결과 ‘1일 1식’ 79.8%, ‘1일 2식’ 
6.1%, ‘1일 3식’ 14.1%로 대부분이 1식을 제공하고 있었

다. 이는 연구표본 중 고등학교가 적게 분포되어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배식유형은 ‘식당배식’이 100%
로 모두가 식당배식을 함을 알 수 있었다. 1일 급식인원

수는 중식만을 기준으로 ‘200명 미만’ 1.0%, ‘200~500 명 
미만’ 35.6%, ‘500~1,000명 미만’ 60.6%, ‘1,000명 이상’ 
2.9%로 주로 ‘500～1,000명 미만’인 응답자가 많았다.

Table 3. Scores of job characteristics,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Variables M ± SD

Job characteristics

Job posture 3.83 ± 0.82
Job condition 3.32 ± 0.75

Heavy work load 3.51 ± 0.77
Mean ± SD 3.55 ± 0.65

Job stress1)

Job stress 1 3.25 ± 0.92
Job stress 2 3.10 ± 0.97
Job stress 3 3.06 ± 0.99
Job stress 4 3.07 ± 0.98
Job stress 5 3.06 ± 1.03
Job stress 6 2.62 ± 1.03
Job stress 7 3.12 ± 0.95
Mean ± SD 3.04 ± 0.69

Turnover intention2)

Turnover intention 1 3.14 ± 1.01
Turnover intention 2 2.34 ± 0.85
Turnover intention 3 2.59 ± 1.07
Turnover intention 4 3.08 ± 1.05

Mean ± SD 2.79 ± 0.77
1) Job stress 1: no eagerness, Job stress 2: depression, Job stress 

3: fatigue, Job stress 4: nervous, Job stress 5: over anxiety about 
working things, Job stress 6: lack of rest, Job stress 7: time 
pressure

2) Turnover intention 1: thinking of quitting, Turnover intention 2: 
having plan and information to quit, Turnover intention 3: hoping 
to move other foodservice company, Turnover intention 4: hop-
ing to move other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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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Fig. 2. Path diagram by path analysis.

3) 조사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를 진

단해 보고자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량을 살펴보았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특성

요인 중 근무자세(3.83점)가 가장 높은 불만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작업환경조건(3.32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해 나타나는 직무스트레스요인 중 근무자세에 대한 불

만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직무스트레스에 대

한 평균은 3.04점이며, 이직의도에 대한 평균은 2.79점
으로 나타나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은 현재의 직무에 대

해서 직무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이에 비해 

이직의도는 약간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Kim YC(2001)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

스에 대한 평균은 3.06점이였으며, 이직의도에 대한 평균

은 3.12점으로 나타났으며, Kim HC(2003)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평균은 2.67점이였으며, 이직의도에 
대한 평균은 2.48점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 결

과와 비교했을 때 중간정도의 점수로 평가할 수 있다.

2. 연구모형의 검증

1) 연구모형의 부합도 확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특성, 직무스트레스, 이직

의도의 각 항목들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0.817, 0.830, 
0.778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지의 구성 항목들이 학교급

식 조리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간의 관계를 

도출하는데 적절한 측정항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Cron-
bach's alpha를 통해서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만족할만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부

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 confir-
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LISREL 분석을 통

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수 간 인과관계의 

전체구조가 적절하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주는 모

형의 전반적 부합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부합도 지수는 

카이자승치, GFI, AGFI, RMSR, NNFI를 이용하였고, 부
기초부합지수(GFI : goodness of fit index)는 0.91, 조정부

합지수(AGFI :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0.88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원소간 평균차이(RMSR : root 
mean square residual)는 0.0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소 

간 평균차이(RMSR)의 부산물로 나오는 Q-plot이 본 연

구에서는 45˚선에 거의 유사한 추세를 보이므로 RMSR
의 부합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부합

도 지수들이 대체적으로 표본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단점이 있다. 즉, 표본 수가 크면 높은 부합지수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표준부합치(NNFI : non-normed of fit 
index)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비표준부합치는 나쁜 모

형을 잘 기각하며 표본 크기에 제일 영향을 덜 받는 좋

은 부합지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이순묵 2002). 비
표준부합치(NNFI)는 보통 0과 1사이에 있으며, 0.9보다 

크면 잘 맞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0.88을 보이고 있

고 양호한 부합도를 보이고 있었다(Fig. 2).
본 연구모형은 한 개의 외생개념과 두 개의 내생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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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인과관계를 모형화하였으며, 이미 설정된 가설에 따

라 경로를 설정하였다. 즉, 직무특성이라는 한 개의 외생

개념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라는 내생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

한 가설검증을 위해 감마(gamma)와 베타(beta), 그리고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가설 
2, 4, 6은 내생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

설 검증을 위해 LISREL의 베타(beta)와 조절효과를 이

용한다. 연구가설 1, 3, 5는 외생개념과 내생개념간의 관

계로 LISREL의 감마(gamma)와 조절효과를 이용하여 검

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우선 분석결과의 고정지

수(T-value)부터 확인하였는데, 고정지수는 유의수준 0.05
에서 ± 1.960 이상이어야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가 유효함

을 인정받는다(조선배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론모형 두 
개의 경로 모두고정지수가 ± 1.960 이하인 것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론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직

무특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는 고정지수가 9.44,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9.64로 나타났다. 비록 고정지수

가 ± 1.960 보다 작다고 하더라고 그 특징수를 미지수로 

하는 것이 이론상 필수적이라면 그 미지수를 유지하는 

것이 이론개발의 목적상 보다 신중한 태도이므로(이순묵 

2002) 본 연구에서도 고정지수가 ± 1.960 이하의 경로라도 
무조건적인 경로제거는 지양하였다. 본 연구모형 LISREL 
추정결과는 Fig. 2와 같다. 측정모형의 고정지수는 근무

자세와 직무특성은 13.79, 작업환경조건과 직무특성은 11.52, 
역할과다와 직무특성은 15.56, 직무스트레스는 수준 7개
와의 고정지수 값을 살펴보면 10.13, 11.47, 10.27, 11.90, 
9.63, 9.37로 한 개의 경로만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직의도는 수준 4개와의 고정지수 값이 11.32, 9.87, 
9.82로 나타났으며, 한 개의 경로만 유효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3) 가설 검증

이상의 연구모형 추정결과 경로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검증하였다(Table 4, 5).

[가설 1]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무특성은 직무스트

레스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경로계수는 0.49, 고정지수는 9.44로 나타났다. 이는 

p<.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직무특성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무특성(근무자세로 인한 피곤, 
물리적 직무환경조건, 역할과다)에 대하여 높게 인식할수

록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리적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영양사

를 대상으로 한 Kim KM과 Lee SY(2007)의 연구에서 역

할갈등과 과부하 스트레스 요인이 정(+)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은 직무만족 요인 간에 부(-)의 상관관계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Lee JH 
(2001)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호텔종사원을 대상

으로 한 연구(Chae JH 2002)에서는 직무특성이 직무스

트레스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관광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HC 2003)
에서는 직무특성 중 직무다양성만 직무스트레스에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성․직무중요성․피드백

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사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JW 2007)에서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모든 경우 직무관련요인이 직무스트

레스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기업은 공기업에 비해 더 높은 음(-)의 영향을 나타났

다. 즉, 본 연구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설 2]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이직

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경로계수는 0.72, 고정지수는 9.64로 나타나 p<.0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직
무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관련 선행연구들과 

유사하여, 관광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HC 
2003)에서는 이직의사1(근무의도)은 직무스트레스에 음(-)
의 영향을, 이직의사2(이직의도)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사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JW 2007)에서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모든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무스

트레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직의도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Analyzing direct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Path Path 
coefficient S E t-value

Direct 
effect

H 1 Job characteristics → Job stress 0.49 0.05 9.44*
H 2 Job stress → Turnover intention 0.72 0.07 9.64*

* : t-value > 1.960 (p<.05)

[가설 3]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개인특성(과업수행자

신감, 근무경력, 직위)은 직무특성이 직무스트

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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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zing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foodservice operation
Moderating path Constrained Model Unconstrained Model χ2

Individual 
characteristics

1. Task performance confidence

H 3 Job characteristics → Job stress df:151
χ2 = 617.68

df:150
χ2 = 617.19

df:1
χ2 = 0.49

H 4 Job stress → Turnover intention df:151
χ2 = 621.03

df:150
χ2 = 617.19

df:1
χ2 = 3.84

2. Job career

H 3 Job characteristics → Job stress df:151
χ2 = 560.19

df:150
χ2 = 558.89

df:1
χ2 = 1.30

H 4 Job stress → Turnover intention df:151
χ2 = 563.22

df:150
χ2 = 558.89

df:1
χ2 = 4.33

3. Job position

H 3 Job characteristics → Job stress df:151
χ2 = 1083.64

df:150
χ2 = 1062.56

df:1
χ2 = 21.08

H 4 Job stress → Turnover intention df:151
χ2 = 1077.18

df:150
χ2 = 1062.56

df:1
χ2 = 14.62

Foodservic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4. No of meals served /day

H 5 Job characteristics → Job stress df:151
χ2 = 600.70

df:150
χ2 = 599.59

df:1
χ2 = 1.11

H 6 Job stress → Turnover intention df:151
χ2 = 599.59

df:150
χ2 = 599.11

df:1
χ2 = 0.48

개인특성(과업수행자신감, 근무경력, 직위)이 직무특성

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조절변

수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과업수행

자신감은 χ2차이 값이 0.49(df = 1), 근무경력은 χ2차이 값

이 1.30(df = 1), 직위는 χ2차이 값이 21.08(df = 1)로 나타

났다. χ2차이 값이 α = 0.05에서 3.84 이상이면 조절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특성 중 직위만 직무특

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데 조절변수

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절변수가 등간척도인 

경우에는 평균이나 중위수를 중심으로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으로 양분한 후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개

인특성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이 두 집단 간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의 경로계수

를 비교해보았다. 1단계 분석에서 개인특성 중 직위만이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데 조

절변수로 작용하였으므로 직위의 경로계수를 보았다. 조
리사는 0.16, 조리원은 0.53이었다. 이는 조리사가 조리원

보다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광호

텔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HC 2003)에서는 개인

특성 중 성취욕구가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데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집단 간의 비교는 제시되지 않았다.

[가설 4]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개인특성(과업수행자

신감, 근무경력, 직위)은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개인특성(과업수행자신감, 근무경력, 직위)이 직무스트

레스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조절변수

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과업수행자

신감은 χ2차이 값이 3.84(df = 1), 근무경력은 χ2차이 값이 
4.33(df = 1), 직위는 χ2차이 값이 14.62(df = 1)로 모두 3.94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특성

인 과업수행자신감, 근무경력, 직위 모두가 직무스트레스

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데 조절변수로 작용

하였다. 조절변수를 평균이나 중위수를 중심으로 높은 집

단과 낮은 집단으로 양분한 후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의 경로계수를 비교해보았다. 1단계 분석에서 개인

특성 중 과업수행자신감, 근무경력, 직위 모두가 직무스

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데 조절변수

로 작용하였으므로 각각의 경로계수를 보았다. 과업수행

자신감을 보면 높은 집단은 0.60, 낮은 집단은 0.78이었

다. 이는 과업수행자신감이 높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가 

낮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보다 이직의도가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근무경력을 보면 긴 집단은 0.62, 짧은 집단은 

0.79이었다. 이는 근무경력이 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는 

짧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보다 이직의도가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직위를 보면 조리사는 0.36, 조리원은 0.77이었

다. 이는 조리사가 조리원보다 이직의도가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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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mus CA와 Tersine RJ 1973, Weaber CN 1980, Ray-
mond L과 Elizabeth RW 1985)에서 종업원의 연령이 많

아질수록 직무만족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직무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한 기

대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관광호텔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Kim HC 2003)에서는 

개인특성 중 성취욕구가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끼치는데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설 5]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급식소 특성(1일 급식

인원수)은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급식소 특성(1일 급식인원수)이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

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에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1일 급식인원수는 χ2차이 값

이 1.11(df = 1)로 나타났다. χ2차이 값이 α = 0.05에서 

3.84 이상이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급식소 특성 중 1일 급식인원수는 직무특성이 직무스트

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데 조절변수로 작용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가설 6]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급식소 특성(1일 급식

인원수)은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조절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급식소 특성(1일 급식인원수)이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조절변수로 작용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1일 급식인원수는 χ2

차이 값이 0.48(df = 1)로 나타났다. 즉 급식소 특성 중 1
일 급식인원수는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끼치는데 조절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확정모형은 

Fig. 2와 같다. 가설 1은 연구결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의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으며, 가설 2 또한 직무스트

레스가 이직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 3은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

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 개인특성 중 직위만 조

절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채택되었으며, 가
설 4는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

인특성 중 과업수행자신감, 근무경력, 직위 모두가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모두 채택되었다. 
그리고 가설 5와 6은 급식소 특성 중 1일 급식인원수가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모두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기 때문에 둘 다 채택하지 못했다.

Fig. 3. Confirmed model.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요인

은 무엇인지 규명하고 직무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이직

의도와의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규명함을 목적으

로 마산시 소재의 학교급식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종

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조사대상자

의 모두가 여성이었고, 연령은 ‘45세 이상’이 52.9%로 가

장 많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99.4%로 훨씬 많았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92.0%로 가장 많았으며 직위는 
조리원이 86.9%로 조리사보다 많았다. 고용형태로는 학

교회계직원(무기근로전환자)이 60.3%로 많았으며, 근무경

력은 현재 학교에서는 ‘3년 미만’이 34.6%로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에서의 근무경력은 ‘5~10년 미

만’이 34.3%으로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자격

증은 조리사자격증 소지자가 49.7%로 절반 정도가 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급여 실수령액은 

‘80만원 미만’이 70.8%로 가장 많았다. 이직횟수는 ‘없음’
이 66.7%로 대부분 이직경험이 없었다. 급식소의 특성을 
살펴보면 근무처로는 초등학교가 51.9%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형태는 공립이 85.3%, 도시형이 80.1%로 대부분이었

다. 조리형태는 89.1%가 단독조리였으며, 급식횟수를 조

사한 결과는 1일1식이 79.8%로 대부분이 1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식유형은 모두가 식당배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일 급식인원수는 중식만을 기준

으로 ‘500~1,000명 미만’ 이 6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들이 느끼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인 직무

특성 중에는 근무자세에 대한 불만이 1위, 역할과다가 2
위, 작업환경조건이 3위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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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

의하다고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들의 개인특성과 급식소 특성의 조절효

과를 알아본 결과 직무특성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데에는 개인특성 중 직위만 조절변수로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개인특성 중 과업수행자신감, 근무경

력, 직위 모두가 조절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소 특성 중 1일 급식인원수는 직무특성이 직무스트

레스에,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모두에

서 조절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
리사가 조리원보다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과업수행

자신감이 높은 조리종사자가 낮은 조리종사자보다, 근무

경력이 긴 조리종사자는 짧은 조리종사자보다 이직의도

가 적고, 직위를 보면 조리사가 조리원보다 이직의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특성

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정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대해 측정하고, 이를 개인특성과 급식

소 특성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 연구한 데에 그 의

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준의 직무스트

레스를 유지하여 이직의도를 저하시키고, 개인적으로 과

업수행자신감을 통해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관련

된 직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직

무스트레스의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 보완하여 연구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현직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지역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

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조사대

상지역의 확대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활발한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편적인 결과의 도출을 위해 

다른 업종과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근무특성과 전문성을 고

려하여 직무특성 측정 항목을 쉽게 이해․평가할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향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를 대

상으로 한 좀 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

서는 조절변수인 개인특성변수로 과업수행자신감, 근무

경력, 직위를 급식소 특성 관련변수로는 1일 급식인원수

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향후 좀 더 많은 조절변수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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