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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assess levels of job stress,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as perceived by school dietitians/nutrition teachers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se three factors. An online survey was sent from May 18 to May 26, 2021, to 
school dietitians/nutrition teachers in Seoul with experience of foodservice operations during 2020; 250 re-
sponses were used for this analysis. Job demands contributed most to job stress, whereas human relations 
contributed most to job satisfaction. Job stress caused by COVID-19 had a negative impact on self-efficacy 
(P＜0.01) and job satisfaction (P＜0.01), but a positive impact on job involvement (P＜0.05). Self-efficacy 
positively impacted job involvement (P＜0.01) but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job satisfaction. However, 
job satisfaction during early COVID-19 positively impacted job involvement (P＜0.05). In conclusion, job 
stress associated with job requirements was greater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COVID-19 pandemic than 
before the pandemic guidelines are needed that enable school dietitians/nutrition teachers to better cope with 
the job pressures generated by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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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공식적으로 ‘코
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였다(WHO 2020). 코로나19
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계에선 사상 초유의 단계적인 ‘온라인 개

학’을 맞이함에 따라 학교는 학사일정과 교육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Jo 2021).
학교급식은 동시간대에 마스크를 내리고 같은 공

간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로 침방울(비말)
에 의해 전파되는(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코로나19로부터 위험한 교육활동이 되었다. 미리 계

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학교급식의 특성과는 달리 코

로나19 팬데믹 초기의 잦은 급식 계획 변경, 뒤늦은 

코로나19 대응 학교급식 관련 지침의 시달 등으로 학

교급식 업무에 있어서 영양(교)사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조직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는 

개인과 조직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

다. 직무스트레스가 쌓이면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과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게 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나아가 대인관계에서도 거친 말씨와 공격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Chang 등 2005). 
지금까지 학교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

감, 직무만족, 직무몰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Noh 등 

2009; Baek 2010; Chae 2012; Choi & Kim 2012; Lim 
2019),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연구(Ahn & Kim 2018), 영양(교)사의 자기효능

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에 관한 연구(Chin 2011)와 같

이 일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으나, 영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

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미비

하다.
또한 그동안 수행된 학교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Park & Lee 2011; Sung 등 

2013; Yu 2021)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

에서 영양(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

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의 지각 정도에 대해 설명

하기 어렵다. 향후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영양(교)
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

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영양(교)사들의 직무스트

레스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대한 지

각 정도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했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서울지

역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 수준을 파악하고,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직무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 직무만

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예비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설문도구

를 개발한 후, 서울지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영양

(교)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

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67명이 응답

하였고, 그 중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기간에 학교

급식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연구 참여자의 설문지를 

제외한 250부(분석률 93.6%)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

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7001988-202108-HR-1185-05)을 받아 진행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한 문항은 포커스 그룹 인

터뷰 결과와 선행연구(Chang 등 2005; Baek 2010; 
Chin 2011)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도록 재구성하

여 작성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영양(교)사의 코로나

19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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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school/foodservice facilities. (N=250)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age (%)

Respondents 

  Gender Female 246 98.4

Male 4 1.6

  Age (years) ＜30 46 18.4

30∼39 73 29.2

40∼49 71 28.4

≥50 60 24.0

  Education level (degree) Associate 6 2.4

Bachelor’s 147 58.8

Master’s 92 36.8

Doctor’s 5 2.0

  Working period at school (years) ＜5 61 24.4

≥5and＜10 51 20.4

≥10and＜15 42 16.8

≥15and＜20 14 5.6

≥20 82 32.8

  Average monthly wage (10,000 won) ＜200 2 0.8

≥200and＜300 104 41.6

≥300and＜400 47 18.8

≥400and＜500 51 20.4

≥500 46 18.4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utrition teachers 192 76.8

Dietitians 58 23.2

School/Foodservice facilities

  School type Elementary 128 51.2

Middle 55 22.0

High 52 20.8

Special education 15 6.0

  School management National or public 202 80.8

Private 48 19.2

  Type of foodservice Self-operated 236 94.4

Partial contract-managed 14 5.6

  Foodservice management system Conventional foodservice system 220 88.0

Commissary foodservice system 30 12.0

  Number of meals served/day1) ≤300 46 18.4

301∼500 69 27.6

501∼800 70 28.0

801∼1,100 32 12.8

≥1,101 33 13.2
1) Based on the school foodservice operation plan at the beginning of the 2020 schoo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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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school foodservice oper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250)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age (%)

Service location Not changed 232 92.8

Changed 18 7.2

Service type Not changed 176 70.4

Changed 74 29.6

Total service time Not changed 83 33.2

Increased 162 64.8

Decreased 5 2

Number of table turnover1) Not changed 54 28.1

Increased 129 67.2

Decreased 9 4.7

Meal service for emergency care service2) Yes 144 96.6

No 5 3.4

Meal service for school staff Yes 204 81.6

No 46 18.4

Provision of crisis-responsive meal Yes 65 26.0

No 185 74.0
1) Only for schools with cafeterias (N=192)
2) Only for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schools (N=149)

몰입,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Chang 등(2005)과 

Baek(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직무가 개인의 능력, 
자원 또는 요구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에게 가

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였고 ‘직무요

구’, ‘직무자율성 결여’,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과 ‘직장문화’ 7가지 요인으

로 구분하여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hin(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직무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으로 인간의 

행동과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자신의 능

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자 신념’으로 정의하였고, 직

무만족과 직무몰입은 각각 ‘주어진 직무에 대해 가지

는 만족의 정도, 즉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

는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 ‘직무가 개인의 생활에 만

족을 주는 정도나 개인이 직무에 대하여 느끼는 가

치’로 정의하였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상

황에 맞게 자기효능감 16문항, 직무만족은 ‘직무자

체’, ‘인간관계’, ‘근무환경’, ‘인사고과 및 복리후생제

도’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23문항, 직무몰입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은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일반사항에 대한 조사는 연구 참여자의 성별, 연

령, 최종 학력, 총 학교 근무기간 등과 소속 학교의 

학교급, 설립형태, 급식 운영형태, 급식 규모, 코로나

19로 인한 학생 식사 장소 및 배식형태 등 급식 운영

의 변화, 긴급돌봄 급식, 교직원 중식 및 간편식/대체

식 운영 여부 등의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v. 26.0(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와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v. 24.0(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

의 일반사항과 각 요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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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직무스

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직무몰입 문항 중 점

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속성이 낮은 문항들은 역

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도구로서 각 요

인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본 연구모형

의 경로계수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근무지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근무지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연령은 만 30세∼40세 미만(29.2%)이 가장 

많았고, 만 40세∼50세 미만(28.4%), 만 50세 이상

(24.0%), 만 30세 미만(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 근무기간은 20년 이상(32.8%)인 응답자가 가장 많

았고, 5년 미만(24.4%), 5년∼10년 미만(20.4%), 10년∼

15년 미만(16.8%), 15년∼20년 미만(5.6%) 순이었다. 
직종은 영양교사가 76.8%, 영양사가 23.2%로 나타났

다. 소속 학교급은 초등학교(51.2%)가 가장 많았고, 중

학교(22.0%), 고등학교(20.8%), 특수학교(6.0%) 순으로 

나타났다. 1일 급식인원은 501∼800명(28.0%)이 가장 

많았다.

2.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학교급식 운영 실태

연구 참여자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학교급식 운

영 실태는 Table 2와 같다. 학생 식사 장소의 경우 코

로나19로 인한 변화 없음(92.8%), 학생 배식형태에 있

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없음(70.4%)이 많게 나

타났다. 배식형태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중

에서는 부분적 자율배식에서 대면배식으로 전환했다

(58.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총 식사시간의 경우 코

로나19로 인한 증가(64.8%)가 가장 많았고, 교실배식을 

제외한 식당배식교의 67.2%에서 배식 순환 횟수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2회에서 3회 이상으

로 증가했다(50.4%)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중 96.6%가 긴급돌봄 급식을 운

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대상자 중 81.6%가 

학생 급식은 운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직원 중식

을 운영하였고, 전체 대상자 중 74.0%는 간편식/대체

식을 운영하지 않고 기존의 일반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 수준

1)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직무요구(4.60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직무자율성 결여(4.21점)’, ‘보상 부적절(3.84점)’, 
‘직장문화(3.54점)’, ‘조직체계(3.43점)’, ‘관계 갈등(3.14점)’, 
‘직무 불안정(2.82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직

무스트레스 점수는 3.73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요구’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나의 업무량(발주 수정, 새로

운 배식환경 조성, 인력관리, 급식비 운영 측면 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라는 문항이 4.80점으로 가장 높

은 점수를 보였고, ‘직무자율성 결여’에 있어서는 ‘나
의 업무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력을 필

요로 했다’라는 문항이 4.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보상 부적절’에 있어서는 ‘나는 기존의 업무

가 아닌 추가적인 업무(긴급돌봄 급식 및 교직원 중

식 등)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라는 문항이 4.1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직장문화’에 있어서는 ‘나는 업

무 협의회 자리가 불편했다’, ‘나는 업무를 지시받을 

때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받았다’라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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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Job stress perceived by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Variable Questionnaire items1) Mean±SD

Job demand The workload (modification of order, creation of a new foodservice environment, staff management, 
meal cost control, etc.) increased

4.80±0.50

I had to do various tasks simultaneously 4.72±0.59

I always felt time pressure due to the job 4.61±0.66

I took a break during work hours 4.26±0.94

Mean score 4.60±0.50

Insufficient job 
control

My work required creativity for adapting to environmental changes 4.45±0.73

I couldn’t make my own decision in my job despite my work hour and work process became so 
different

4.31±0.88

My work required a high level of skill and knowledge 3.87±0.96

Mean score 4.21±0.61

Interpersonal 
conflict

My colleagues were helpful in getting my job done 3.23±1.24

My superiors were helpful in getting my job done 3.20±1.24

I had someone who understood my difficulties at work 3.00±1.27

Mean score 3.14±1.06

Job insecurity Undesirable changes (manpower adjustment, etc.) had happened or were expected to happen in my job 
and work environment

2.86±1.42

I thought that my future would be uncertain because the current situation of my work (school, 
education office etc.) is unstable

2.78±1.49

Mean score 2.82±1.22

Organizational 
system

The organizational polic (performance pay, promotion, job assignment, etc.) of my school was fair and 
reasonable

3.86±1.22

My company provided me with sufficient organizational supports 3.40±1.16

I had opportunities and channels to talk about my ideas 3.30±1.15

My department cooperated smoothly with other departments 3.15±1.09

Mean score 3.43±0.90

Lack of reward I felt unfair to perform additional new duties (such as meal service for school staff and emergency 
care service) when compared with co-workers at school

4.14±1.21

I worked hard since I expected that I would get more rewards from my school 4.04±1.17

I was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raining etc.) of developing my abilities for performing changed 
works

3.94±1.07

Considering my all efforts and achievements, I acquired respect and confidence from my school 3.21±1.17

Mean score 3.84±0.74

Organizational 
climate

I felt uncomfortable at business meetings 3.64±1.20

I was ordered to do my work in an irrational and inconsistent ways 3.64±1.24

The organizational climate of my school was authoritative and hierarchical 3.35±1.29

Mean score 3.54±1.05

Total mean score 3.73±0.57
1)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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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lf-efficacy perceived by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Questionnaire items1) Mean±SD

Even if a work was not pleasant, I finished it by all means 4.48±0.78

If it was too difficult a new task, I didn’t try to learn about it 4.28±0.86

I gave up easily 4.20±0.89

When I tried to learn something new, I gave it up once I was not sure of success 4.20±0.84

I gave up a task before completing it 4.14±0.97

If I had something to do, I started it immediately 4.08±0.99

I avoided facing with difficult tasks 4.06±1.04

Even if I did something wrong in the beginning, I tried to make it as far as possible 3.93±1.04

I didn’t think that I had abilities to deal with any problems in my life 3.79±1.12

I couldn’t cope with unexpected happenings properly 3.60±1.11

If I set an important goal (preventing COVID-19 and introducing crisis-responsive meal, etc.), I could achieve it 3.18±1.18

Failure stimulated me to make more efforts 3.02±1.15

I had confidence 2.64±1.08

Sometimes I was anxious about my abilities to do a work 2.47±1.23

I had the problem that I couldn’t start working immediately when I had workload and faced unfamiliar tasks 2.18±1.09

I carried out tasks as planned 2.08±1.03

Total mean score 3.52±0.50
1)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이 3.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직체계’
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의 근무평가, 인사제도(성과급, 
승진, 부서배치 등)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라는 문

항이 3.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외 

‘관계 갈등’과 ‘직무 불안정’에 있어서는 보통∼보통 

이하의 직무스트레스를 보였다.

2)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영양(교)사의 자기효능감 

수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영양(교)사의 자기효능감 수

준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반적인 자기효능

감 점수는 3.52점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문항별로 살

펴보면 ‘나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끝마쳤다(4.48점)’에 대한 자기효능감

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나는 업무를 계획대로 수

행할 수 있었다(2.08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영양(교)사의 직무만족 수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영양(교)사의 직무만족 수준

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관계(3.07점)’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근무환경(2.58점)’, ‘인사고과 및 복리후생제도

(2.27점)’, ‘직무자체(1.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인 직무만족 점수는 2.48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우리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과의 업무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신뢰하고 있다고 생

각했다’라는 문항이 3.5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고, ‘근무환경’에 있어서는 ‘나는 우리 학교 급식실

의 조리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

각했다’라는 문항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

였다. ‘인사고과 및 복리후생제도’에 있어서는 ‘나는 

동일직종(산업체, 병원 등의 영양사)에 비해 내가 받

는 임금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라는 문항이 2.38점
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무자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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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Job satisfaction perceived by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Variable Questionnaire items1) Mean±SD

Job itself I felt a sense of achievement when finishing my works 2.48±1.22

I believed that my current job as a nutrition teacher (dietitian) didn’t have a promising 
future

2.48±1.38

I thought that I loved my job more than others 2.24±1.14

I was interested in my job 1.92±1.04

I thought that the job of nutrition teacher (dietitian) was not splendid but was socially 
recognized

1.84±1.01

I was satisfied with my job and position as a nutrition teacher and dietitian 1.83±1.00

I thought that my workload was reasonable for my working hours 1.73±0.92

I wanted to recommend my job and workplace to people around me 1.66±0.96

Mean score 1.99±0.83

Human relationship I thought that foodservice staff and I had good communication and trust to each other 3.53±1.12

I thought that my students had respects and appreciation to me 2.99±1.10

I was satisfied with the relation with my colleague nutrition teachers (dietitians) in other 
chools

2.93±1.16

Parents showed interest in and support to school food service and nutrition education 2.71±1.03

Teachers at my school regarded me as their true colleagues, and responded actively and 
cooperatively to my requests

2.65±1.14

My superiors treated me and other faculty members equally 2.53±1.30

Mean score 3.07±0.87

Working environment The foodservice staffs of my school were sufficiently skillful in their job 3.45±1.26

My school didn’t provide enough teaching opportunities for COVID-19 prevention 
education to students, teachers

3.09±1.12

The cafeteria of my school had satisfactory environments (location, ventilation, size, 
facilities, etc.)

2.61±1.25

The nutrition management office of my school had pleasant conditions for working in it 2.56±1.27

I wanted to work at my current workplace as long as possible 2.52±1.26

Mean score 2.58±1.19

Personnel rating & welfare system My wage was adequate compared to others of the same job (nutritionists at companies, 
hospitals, etc.)

2.38±1.11

I had restrictions in using my work situation (annual leave, sick leave, early leaving, 
outing, etc.) compared to other teachers at my school

2.25±1.41

I thought that I was given sufficient opportunities for training related to my job 2.17±1.02

I was satisfied to my wage for my workload 2.00±1.03

Mean score 2.27±0.85

Total mean score 2.48±0.68
1)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는 ‘나는 업무를 달성할 때 성취감을 느꼈다’, ‘나는 

현재 영양(교)사의 직위가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라는 문항이 2.4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보통 이하의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4)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영양(교)사의 직무몰입 수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영양(교)사의 직무몰입 수준

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반적인 직무몰입 

점수는 3.44점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문항별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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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search model representing proposed hypothesis.

Table 6. Job involvement perceived by nutrition teachers and dietitia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Questionnaire items1) Mean±SD

Even when there was a time limit, I had completed tasks given to me within the limit 4.11±0.91

I was personally highly involved in my job 3.76±1.06

Most of my interests were derived from my job 3.75±1.10

I concentrated all my efforts in order to finish given tasks 3.75±1.02

I performed tasks given to me accurately and perfectly 3.70±0.99

I was good at using a driving force necessary to complete given tasks 3.70±0.95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my life were all related to my work 3.64±1.17

I didn’t commit most of my time to my job 3.63±1.12

In doing given tasks, I produced better results or accomplishments than the officially required level 3.60±0.99

My job was only a small part among many components composing myself 3.54±1.17

I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qualitative level of tasks given to me 3.48±1.12

I had a very strong relationship with my job 3.37±1.20

Most of my personal life goals were oriented to my job 3.21±1.24

I finished given tasks earlier than scheduled 3.00±1.18

I often felt that I drifted away from my job 2.86±1.33

I was interested in my job 2.03±1.01

Total mean score 3.44±0.62
1) A 5-point Likert scale was used from 1: strongly disagree to 5: strongly agree

보면 ‘나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주어진 

과업을 기한 내에 완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4.11점)’
에 대한 직무몰입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의 직무

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몰입되어 있다고 생각했다(3.76점)’, 
‘나의 관심사가 대부분 나의 직무에 귀착되어 있다고 

생각했다(3.75점)’, ‘나는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

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몰입한다고 생각했

다(3.75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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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for measurement tools.

Variable Factor/statement Standardization
regression coefficient C.R.1) Composite

reliability AVE2) Cronbach’s α

Job stress Job demand 0.281 4.252 0.862 0.518 0.779

Insufficient job control 0.313 4.753

Interpersonal conflict 0.832 13.505

Job insecurity 0.255 3.848

Organizational system 0.862 14.020

Lack of reward 0.780 12.557

Occupational climate 0.763 -

Self-efficacy Statement 5 0.707 9.303 0.849 0.532 0.777

Statement 6 0.646 8.681

Statemen 10 0.548 7.499

Statement 11 0.612 8.288

Statement 15 0.730 -

Job satisfaction Job itself 0.716 - 0.804 0.513 0.683

Human relationship 0.624 8.266

Working environment 0.467 6.377

Personnel rating
& welfare system

0.589 7.872

Job involvement Statement 1 0.670 - 0.863 0.561 0.888

Statement 3 0.840 11.651

Statement 4 0.919 12.406

Statement 5 0.794 11.126

Statement 7 0.716 10.176
1) Critical Ratio
2) Average of variance extracted

4.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Fig. 1의 연구모형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기간에 학교급

식을 운영한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자기효능

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H1, H2, H3)
과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

향(H4, H5), 직무만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H6)
을 살펴보았다. 먼저, 각 요인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Table 7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도 지수와 타당

성을 저해시키는 문항을 제외하고 직무스트레스는 

7개의 하위 요인(20문항), 자기효능감은 5개 문항, 직

무만족은 4개의 하위 요인(13문항), 직무몰입은 5개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변수는 항목 합산을 통하여 하위 요인을 측

정변수로 설정하였고, 자기효능감과 직무몰입 변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낮은 요인적재값을 보인 

문항을 제거하고 나머지 문항들을 측정변수로 설정하

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의 경우 χ2=425.986 
(df=183), χ2/df=2.328, RMR=0.069, CFI=0.897, TLI= 
0.890, IFI=0.893, RMSEA=0.073으로 나타나 비교적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정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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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

Route Standardization factor C.R.1) Result

H1 Job stress → Self-efficacy –0.243 –3.182** Adoption

H2 Job stress → Job satisfaction –0.783 –8.808** Adoption

H3 Job stress → Job involvement 0.389  2.454* Rejection2)

H4 Self-efficacy → Job satisfaction 0.061  0.907 Rejection

H5 Self-efficacy → Job involvement 0.240  3.014** Adoption

H6 Job satisfaction → Job involvement 0.239  2.032* Adoption

Model Fit χ
2=398.286 (df=182), RMR=0.069, RMSEA=0.069, CFI=0.899, IFI=0.900, TLI=0.884

1) Critical ratio
2) Although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rejected in the reverse direction of the hypothesis.
*P＜0.05, **P＜0.01

살펴보면, Cronbach’s α값이 0.6 이상일 때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

수들의 Cronbach’s α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

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집중타당성을 평가할 때 주로 

표준화 회귀계수값, 개념신뢰도, 평균분산추출지수의 

3가지 방법을 활용하는데, 표준화 회귀계수값은 최소 

0.5 이상이어야 하고 0.7 이상일 경우 바람직한 수준

이며,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은 0.5 이상이면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신뢰도 값과 AVE 값을 계산한 결

과, 직무스트레스(개념신뢰도=0.862, AVE=0.518), 자

기효능감(개념신뢰도=0.849, AVE=0.532), 직무만족(개
념신뢰도=0.804, AVE=0.513), 직무몰입(개념신뢰도=0.863, 
AVE=0.561)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후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Table 8과 같이 총 

6개의 가설 중 4개의 가설은 채택되고, 2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자기효

능감(P＜0.01)과 직무만족(P＜0.01)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몰

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직무

몰입(P＜0.05)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의 역방향으로 기각 처리되었다. 코로나19 상

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은 직무몰입(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만족에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직무만족은 직무몰입(P＜0.05)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과 직

무만족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아

질수록 직무몰입이 높아지며, 직무만족이 높아질수록 

직무몰입 역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최종 연구모

형의 적합도는 χ
2=398.286(df=182), χ2/df=2.188, RMR= 

0.069, RMSEA=0.069, CFI=0.899, IFI=0.900, TLI=0.884
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명하였다. 

고 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의 학교 교육환경은 등교

인원 축소 및 원격수업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으

며,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서도 급식인원 변동에 따른 

잦은 발주량 조정과 가림판 설치, 시차 배식, 방역인

력 배치와 같은 안전한 식사환경 조성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직무환경 속에서

도 영양(교)사들이 급식관리자로서의 만족감과 긍지를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개선되어

야 하므로(Chin 등 2012), 영양(교)사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

몰입에 대한 지각 정도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식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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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와 배식형태(70.4%)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식사 장소와 배식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Ministry of Education(2021)에 따르면 가림판 설치, 
지정좌석제 및 띄어앉기 등과 같은 좌석 배치 조정에 

의한 식사환경 개선, 식단 조정 등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학교급식의 방역 관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

고, Ham 등(202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실배

식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에서 급식실 공간 부족으로 

적용하게 되는 경우 추가의 기기 구입이 필요하기 때

문에 기존의 식사 장소와 운영 방식을 유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배식형태를 변경한 경우로는 부분적 자율

배식에서 대면배식으로의 전환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Ham 등(2021)의 연구에서 중ㆍ고등학

교 영양(교)사 FGI로 도출된 코로나19 이전에는 자율

배식을 적용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대면배식으로 변

경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사람 간 및 식기구 

접촉 예방 차원에서는 자율배식 시 학생들의 공용 배

식도구 사용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낮추

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총 식사시간(64.8%)과 식당배식 순환횟수(67.2%)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

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한 번에 식사하는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급식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Ham 등 2021). 특히 식당 이

용 시 동일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여 식사하는 특성

으로 인해 비말 및 신체 접촉이 우려되므로 학년별, 
반별 시차를 두어 식사 시간을 최대로 분산하고 소독 

시간을 위한 시간 확보가 요구됨에 의한 것으로 보인

다(Ham 등 2021).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학교에 등교하여 원격수업을 

받는 돌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제공하는 긴

급돌봄 급식 운영에 해당되지 않는 중학교, 고등학교

를 제외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96.6%에서 긴급돌

봄 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교육

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제4차 휴업명령 및 온라인 개

학이라는 명목 하에 2020년 4월 9일부터 학교급식 개

시까지 교직원들의 중식 운영을 허용하였다(Jang 

2020). 이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코로나

19 상황에 제한적,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임을 밝혔

다. 조사 결과, 81.6%의 학교들이 학생 급식을 운영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직원 중식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Ham 등(2021)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부, 시ㆍ도 교육청 모두 간편식은 컵밥 또는 덮밥류, 
후식류 등 2∼3개(일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 대체

식은 빵 및 우유, 도시락 등 완제품으로 동일하게 정

의하였다. Ministry of Education(2021)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조리, 배식, 식사시간 단축

을 통한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간편식/대체식 등을 제

공 가능하도록 하였지만, 74%의 응답자들이 간편식/
대체식이 아닌 일반식을 제공하였다고 답하였다. Ham 
등(2021)은 영양소가 불균형된 식사라는 간편식에 대

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간편식보다 일반식

을 선호하는 경향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단계별 

등교 및 급식 인원의 감소로 일반식 준비에 대한 부

담 감소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식단이 제공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조

사 결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의 

전반적인 직무스트레스 수준 2.91점(Kim & Baek 2011), 
2.78점(Ahn & Kim 2018)보다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

스 수준은 전체 평균 3.73점으로 더 높게 나타나 코

로나19 이전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더 높아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직무요구

(4.60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
무자율성 결여(4.21점)’, ‘보상 부적절(3.84점)’, ‘직장

문화(3.54점)’, ‘조직체계(3.43점)’, ‘관계 갈등(3.14점)’, 
‘직무 불안정(2.82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영양(교)
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한 Kim & Baek(2011)의 연

구에 따르면 ‘직무요구(3.9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조직체계(3.05점)’, ‘보상 부적절성(2.98점)’, ‘직무 

불안정(2.75점)’, ‘관계 갈등(2.71점)’, ‘직장문화(2.58점)’, 
‘자율성 결여(2.35점)’ 순으로 나타났다. Ahn & Kim(2018)
의 연구에서는 ‘직무요구(3.76점)’에 대한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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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상 부적절성(2.98점)’, ‘조직체계

(2.95점)’, ‘관계 갈등(2.64점)’, ‘직장문화(2.45점)’, 
‘직무 불안정(2.35점)’, ‘자율성 결여(2.11점)’ 순으로 

나타났다. 두 선행연구의 결과를 본 연구와 비교했을 

때, 하위 요인 중 두 선행연구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직무요구’는 본 연구와 결과가 일치하였으나, 
두 선행연구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직무자율성 

결여’는 본 연구에서 ‘직무요구’ 다음으로 높게 나타

나 차이를 보였다. 특히나 두 선행연구보다 ‘직무요

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4.60점으로 더 높게 나타나 직

무요구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직무요구도는 업무 과중에 노출되거나 늘 바

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높아지는데(Ahn & 
Kim 2018),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현저한 

업무량 증가와 방역으로 인한 업무 추가가 직무요구

에 대한 스트레스 상승의 원인으로 사료된다.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직무요구’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나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

하였다(4.80점)’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

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식수 변동에 따른 발

주 수정, 새로운 배식환경 조성, 인력관리, 급식비 운

영 측면 등 즉각 대응 업무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직무자율성 결여’에 있어서는 ‘나의 업무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력을 필요로 했다(4.45점)’
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Ham 등

(2021)의 연구에서 나타난 식탁 위 비말차단을 위한 

가림판 설치 등과 같은 새로운 배식환경 조성 시 가

림판 선택 시 크기, 재질 등 세부 기준이 없어 구매 

결정 시 어려움, 설치 후 청소 및 소독 등 관리 업무

의 증가와 같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들에 대한 부담감

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 창의력을 적절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또는 개인의 위기대

응 역량, 유연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보상 부적

절’에 있어서는 ‘나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 불

공정하다고 생각했다(4.14점)’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영양

(교)사에게 요구되는 직무가 긴급돌봄 급식, 교직원 

중식 및 간편식 도입 등과 같이 계속해서 추가되나 

그에 따른 적절한 내적, 외적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직장문화’에 있어서는 ‘나는 업무 협의회 자리가 

불편했다’, ‘나는 업무를 지시받을 때 기준이나 일관

성이 없는 상태로 받았다(3.64점)’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새로운 환경 변화인 코로

나19를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업무 지시나 교육청의 

지침 시달 등에 있어서 불충분하고 일관성이 없는 내

용을 일방적으로 받게 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추측

된다. ‘조직체계’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의 근무평가, 
인사제도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3.86점)’라는 문항

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 성과급 등과 같은 영양

(교)사에 대한 학교 내부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스

트레스가 보통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외 ‘관
계 갈등’과 ‘직무 불안정’에 있어서는 보통∼보통 이

하의 직무스트레스를 보였다.
코로나19 시기 영양(교)사의 자기효능감 수준 조사 

결과, 전반적인 자기효능감 점수는 3.52점으로 나타났

다. 각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끝마쳤다(4.48점)’
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90%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가 단 1명으로 배치됨에 따

라 혼자서 급식 업무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는 업무를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2.08점)’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 시기 정부 지침의 변경, 확진자 수에 따른 

등하교 인원 조정 등 지속적인 변동 사항 발생으로 

기존에 계획된 업무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19 시기 영양(교)사의 직무만족 수준 조사 

결과, 연구 간 만족도 평가항목이 달라 정확한 비교

가 어렵지만, 본 연구의 직무만족은 전체 평균 2.48점

으로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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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직무만족도 3.14점(Ahn & Kim 2018), 3.12점

(Kim & Khil 2012), 3.04점(Park & Lee 2011)보다 낮

은 경향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관계

(3.07점)’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무환경(2.58점)’, ‘인사고과 및 복리후생제도(2.27점)’, 
‘직무자체(1.99점)’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우리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과의 업무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 신뢰하고 있다고 생

각했다(3.53점)’, ‘근무환경’에 있어서는 ‘나는 우리 학

교 급식실의 조리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다(3.45점)’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였다. 즉, 인간관계와 근무환경에 있어서 영양

(교)사가 조리종사원들과의 관계에 대해 가장 높은 

직무만족을 보였으나, 이는 보통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사고과 및 복리후생제도’에 있어서는 ‘나는 동

일직종(산업체, 병원 등의 영양사)에 비해 내가 받는 

임금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2.38점)’라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무자체’에 있어서는 ‘나
는 업무를 달성할 때 성취감을 느꼈다’, ‘나는 현재 

영양(교)사의 직위가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문항이 2.4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보통 

이하의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Ahn & Kim(2018)
과 Yu(2021)의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별 평

균값이 ‘인간관계’, ‘직무자체’, ‘근무환경’, ‘인사고과 

및 복리후생’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직무만족 중 ‘인간관계’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직무자체’ 요인은 가장 낮게 

나타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양(교)사의 직무만족 

중 ‘인사고과 및 복리후생’ 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가중

되면서 ‘직무자체’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

된다. 
코로나19 시기 영양(교)사의 직무몰입 수준 조사 

결과, 전반적인 직무몰입 점수는 3.44점으로 나타났

다. 각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나는 시간상의 제약

이 있는 경우에도 주어진 과업을 기한 내에 완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4.11점)’에 대한 직무몰입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나의 직무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몰입되

어 있다고 생각했다(3.76점)’, ‘나의 관심사가 대부분 

나의 직무에 귀착되어 있다고 생각했다(3.75점)’, ‘나
는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

하지 않고 몰입한다고 생각했다(3.75점)’ 순으로 나타

났다. 연구 간의 직무몰입 평가항목이 달라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학교 영양(교)사의 직무몰입을 조사

한 Kim & Lee(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직

무몰입 수준(3.53점)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 코로나19
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쉽게 직무몰입도가 낮아

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P＜0.01)과 직무만족(P＜0.01)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직무몰입(P＜0.05)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의 역방향으로 기각 처리되

었다. Selye(1978)는 개인에게 각성을 주는 긍정적 스

트레스를 ‘eustress’와 부정적 스트레스를 ‘distress’로 구

분하면서, ‘eustress’를 원동력으로 하면 개인의 창조

적 행위나 문제 해결 행위 등에 촉매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Lee 등(1996)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

교적 낮거나 알맞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그들의 작업 

밀도, 경각심 및 반응 능력을 증대시키나, 높은 스트

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행동이 반

드시 일어날 것임을 실감하기 때문에 업적은 낮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2020년 

당시 학교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코로나

19 이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직무스트레스의 지속성 

정도는 알 수 없었으며, 새로운 배식환경 조성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 해결 행위의 직무요구가 있었던 것

으로 보아 코로나19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의 일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직무 밀도를 다소 높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기효

능감은 직무몰입(P＜0.01)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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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직

무만족은 직무몰입(P＜0.05)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직무스

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이 낮아

짐을 알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직무몰

입이 높아지며, 직무만족이 높아질수록 직무몰입 역

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전반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직무스트레스의 ‘직무요구’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직무만족의 ‘직무자체’는 더 낮

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높아

질수록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이 낮아지며, 자기효능

감이 높아질수록 직무몰입이 높아지고 직무만족이 높

아질수록 직무몰입도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위기상황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직무스트레스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

난 직무요구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위기관

리 매뉴얼과 영양(교)사 개인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 
조직 내 의사소통 강화 및 조직 내 배려, 존중과 같

은 내적보상과 교원평가, 성과 상여금과 같은 외적보

상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이외의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대응 

훈련 및 교육 등도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020년 

감염병 기간의 학교급식 현장조사에 국한되어 현재 

연구시점(2021년)으로부터 과거(2020년)를 회상하였으

며, 서울지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영양(교)사를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전국을 대상

으로 한 연구를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당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했던 학교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 수준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

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코로나19와 비슷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학교 영양(교)사
의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 

수준을 파악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직무스트레

스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설문에 응답한 2020년 코로나19 감

염병 기간 학교급식 운영 경험이 있는 서울지역 초ㆍ

중ㆍ고ㆍ특수학교 영양(교)사 250명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근무지 특성에 있어서 

연령은 만 30세∼40세 미만이 29.2%로 가장 높았

으며, 만 40세∼50세 미만이 28.4%, 만 50세 이상

이 24.0%, 만 30세 미만이 18.4% 순이었다. 학교 

근무기간은 20년 이상이 32.8%로 가장 높았으며, 
5년 미만이 24.4%, 5년∼10년 미만이 20.4%, 10년∼

15년 미만이 16.8%, 15년∼20년 미만이 5.6% 순이

었다. 직종은 영양교사가 76.8%, 영양사가 23.2%로 

나타났다. 소속 학교급은 초등학교가 51.2%로 가

장 높았으며, 중학교가 22.0%, 고등학교가 20.8%, 
특수학교가 6.0% 순이었다. 1일 급식인원은 501∼
800명이 28.0%로 가장 높았다.

2. 조사 대상자의 코로나19 시기 학교급식 운영 실태

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식사 장소

의 변화 없음(92.8%), 학생 배식형태의 변화 없음

(70.4%)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총 식사

시간의 증가(64.8%)가 가장 많았고, 교실배식을 제

외한 식당배식교의 67.2%에서 배식 순환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

한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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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가 긴급돌봄 급식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전체 대상자 중 81.6%가 학생 급식은 운

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직원 중식을 운영하였

고, 전체 대상자 중 74.0%는 간편식/대체식을 운영

하지 않고 기존의 일반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시기 학교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직무요구(4.60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무자율성 결여(4.21점)’, ‘보상 부적절

(3.84점)’, ‘직장문화(3.54점)’, ‘조직체계(3.43점)’, ‘관
계 갈등(3.14점)’, ‘직무 불안정(2.82점)’ 순으로 나

타났으며, 전반적인 직무스트레스 점수는 3.73점이

었다. 자기효능감 수준에 있어서 전반적인 자기효

능감 점수는 3.52점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수준

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인간관계(3.07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무환경(2.58점)’, ‘인사고과 

및 복리후생제도(2.27점)’, ‘직무자체(1.99점)’ 순으

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직무만족 점수는 2.48점

이었다. 직무몰입 수준에 있어서 전반적인 직무몰

입 점수는 3.44점으로 나타났다. 
4. 코로나19 시기 학교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과 직

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가설과 달리 직무몰입에는 정(+)의 영향을 미

쳐 가설의 역방향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

서의 자기효능감은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

에서의 직무만족은 직무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이 

낮아지며,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직무몰입이 높

아지고, 직무만족이 높아질수록 직무몰입 역시 높

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학교 영

양(교)사들의 직무요구와 같은 직무스트레스가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더 많았고,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직

무만족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코로나19
와 비슷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급

식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학교 영양(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

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써 위기상황 속에서

도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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