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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설비와 동선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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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job satisfaction and job immersion are influenced by 
kitchen equipment and layouts. For verifying the credibility and availability of the results, the 
methods of inter-relational and factor analyses are carried out, based on 214 collected data from the 
questionnaire answered by employees involved in six 5-star hotel kitchens around Seoul area. 
Through the process of data coding and SPSS Win 12.0 program, those collected data are verified 
with a correlation analysis after having been carried out with frequency, factor and creditability 
analyses.

The results are in the followings: kitchen equip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job immersion as well 
as on job satisfaction while the kitchen layouts also give a desirable impact on job immersion and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to them, the results show that job satisfaction also has an effect on job 
immersion. It is concluded that good kitchen equipment and layouts make kitchen workers turn to job 
immersion and satisfaction more, which will consequently have good effects 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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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호텔 주방은 일반 주방보다 설비와 동선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호텔 주방은 주방 설계

와 동선을 문가에 의해 설계가 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주방의 이   주

방 변경, 메뉴 교환으로 인하여 설비와 동선이 변

동이 있을 것이다.  다른 이유는 주방의 기기의 

교체, 새로운 기계의 삽입, 기계 사용 용량의 크

기 변동, 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비나 동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텔 주

방의 설비와 동선일지라고 조리 종사원에게 부

합할 수 있다.
주방의 설비와 동선을 잘 되어 있지 않으며 조

리 종사자는 업무에 있어서 자기 만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몰입을 할 수 없을 것

이다. 즉, 주방 설비나 동선으로 인하여 조리 종사

자들이 본인 업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몰입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고객에게도 향을 미칠 것이

다. 경  성과에도 많은 향을  것이다.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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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경 은 합리 이고 과학 인 경 이 되어야 

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주방 설비와 동선은 생

산 능률, 인원 감소, 식사 제공 시간 단축, 더 나아

가 조리 종사자의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까지

도 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과제로 주방 설비와 주방 동선을 제기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선행 연구로는, 

강무근(2004)은 주방의 시설 리가 좋으면 직무 

만족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 다. 서
애(2005)는 주방의 설비와 주방 동선에 평가에 

한 유익하다고 모델을 제시하 다. 한, 장
래 등(2004), 김기 (1995)은 호텔마다 조리 장비 

 기기들이 다양한 조리 작업에 합하게 구비

됨과 장비의 설치  설계는 련에 하여 설명 

하 다. 뿐만 아니라 이희 (2001)은 직무 만족

에 한 연구를 제시하 다. 그리고 김인환 등

(2007)은 주방 설비가 직무 만족과 자기 유능감

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주방 설비, 주방 동선이 

직무 만족, 조직 몰입에 한 이론  배경을 재정

립하고, 선행 연구를 심으로 호텔 주방의 주방 

설비와 주방 동선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

치는 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주방 설비  

주방 설비란 주방 설계에 따른 부  설비를 말

한다. 박병근(1995)은 바닥, 벽, 천장, 환기 시설, 
냉ㆍ난방 시설을 비롯한 가스, 스  등의 조명, 
채  시설, 식기세척기, 기물 세척 장소의 설비 

등을 제시했다. 즉, 주방 공간에서부터 식품을 다

루는 모든 기구와 장비들을 말한다. 진양호(1991)
는 식품 조리 과정의 다양한 작업을 합리 으로 

수행하기 한 것으로써 주방 계획에서부터 세심

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주방 설비는 조리과정에 

있어서 기계와 장비를 합리 으로 사용하기 하

여 잘 계획하고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면 주방 설

비는 조리 과정에 있어서 작업 흐름이 원활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한, 조리 능률과 생 

등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주방 설비에서 고려되어야 될 것은 건

물 면 , 생산성 제고 시간과 노동력의 효율성과 

감을 생각하여야 하며, 다른 측면에서는 인체

공학 인 면의 디자인 원리까지도 고려되어야 한

다. 이러한 호텔 주방 시설 계획의 궁극 인 목

은 최 한 작업 능력을 최소의 공간에 계획하는 

목 이다. 따라서 호텔 주방의 시설ㆍ설비는 주

방의 크기  치, 주방 설비의 모양, 주방 특성, 
주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사  계획

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주방 설비의 효율 인 배치는 각 주방의 특성

에 따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청송 등(1997)은 주방의 설비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배치가 되어야 한다. 한, 손
․ 희정(1991)은 고객에게는 제공되는 요리를 

해 최선의 상태로 보존을 목 으로 설비되어야 

하며, 식사를 최 한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

다고 설비의 효율성을 강조하 다. 주방 설비의 

원칙은 그 설비가 필요한 정도와 기능을 만족스

럽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호텔의 규모, 
재정  능력이 설비에 직 으로 연 되어 있

다.  

2. 주방 동선

주방 동선은 주방에서의 조리를 만들 수 있도

록 작업 환경을 최 한 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요한 것은 동선을 합리 으로 설계되

어야 한다. 동선은 작업의 흐름을 원활하게 체계

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주방 동선은 작업 와 

작업  기계와 기계, 기물과 기물 등 이들의 치

와 사이를  과학 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조

리과정에서 순서에 의해 공간 확보와 치 배정

이 과학 이고 인체공학 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해 선행 연구에서 장 래 등(2004)은 

호텔마다 조리 장비  기기들이 다양한 조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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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합하게 구비됨과 장비의 설치  설계는 

효율 으로 이루어진다며 반 으로 직무 만족

을 높게 평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강무근(2004)
은 주방의 시설 리가 잘 되어 있으며 직무 만족

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정진우(2005)
는 주방 이아웃은 종사원의 체 인 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규명한 결과, 직무 만

족과 직무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서 애(2005)의 연구에 의하면, 주방의 생

산성에 미치는 정도는 작업 동선, 조리사, 식자

재, 주방환경, 주방 기기, 주방 시설의 요인 순으

로 유익하게 나타났다. 이희 (2001)은 자기 유

능감과 직무 성과간의 계에서 자기 유능감이 

직 으로 직무 성과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자기 유능감과 직무 성과간의 직 인 계

에 한 것으로는 자기 유능감이 생명 보험 매

와 교수의 연구 생산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

가 있다.
  
3.직무 만족

직무 만족이란 직무 환경을 통하여 조직 구성

원의 내․외재  욕구가 충족되어 직무에 해 

정 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직무 만족은 

직무 자체뿐만 아닌 직무의 다양한 차원에 한 

태도들의 집합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직

무 만족은 조직 측면에서나 개인 측면에서나 

요하다. 이 재(1999)는 만족(satisfaction)을 “욕
구 충족, 기쁨․불쾌, 인지  상태, 속성 혹은 편

익 평가, 경험의 주  평가”로서 정의된다. 
한, Oliver(1980)는 만족을 “사  기 와 사용 후 

성능간의 비교과정에 한 소비자의 감성  반

응”이라고 정의하 다. 만족은 획득이나 경험에

서 나온 기쁨이나 놀라움에 한 감성  평가라

고도 할 수 있다. 
McCormock & Tiffin(1974)은 직무 만족은 개인

이 직무에서 얻어지거나 경험한 욕구 만족(need 
satisfaction)에 한 정도라 하 으며, 한 Quinn 
(1973)은 어떤 특별한 직무 내용 즉 보상이나 안

, 감독 등에 한 만족도를 근거로 변화된 개선

의 정도라 하 다. 그리고 이두희․김 환(1995)
은 직무 만족을 인지 ․감성  반응에 해서 

만족을 인지 인 측면과 정서 인 측면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심리 인 반응으로 보았다. 기

에는 직무 만족을 직무에 한 개인의 감정  태

도와 지향성이라 정의하고 주어진 직무에 한 

종사원들의 감정과 태도, 지각 등을 심으로 연

구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업무 성과와 매우 깊

은 계가 있다는 가설 하에 연구가 이루어졌다.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에 한 연구는 산업심

리를 다루는 학자들에 의해서 20세기 에 활발

하게 연구되었다(McCormick & Ilgen 1974). 
직무 만족에 한 선행 연구들이 결과를 살펴

보면 직무 만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구체 으로 

명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김형섭(2005)은 호텔의 조리 종사원의 직무 만

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조직 지원이나 조

직 몰입, 직무 가치, 자기 유능감과 같은 종사원

의 태도(attitudinal) 변수가 선행 연구를 통해 검

증되고 있다.

4. 조직 몰입(組織沒入)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란 개

인과 조직의 상호 작용을 분석함에 있어 개발된 

구성이다. 조직 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개인이 조

직과 연계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의 가치 , 
도덕, 목표를 내면화 하고, 조직을 해 열심히 

일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고 이해하는 개념을 시

하고 있다(박내희 1997). 
조직 몰입은 종사자를 유지해야 하고 종사자의 

성과를 향상시켜야 하는 경 자나 조직 내에서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 많은 심

을 가졌다. 한, 조직 몰입도가 높은 면이 높을

수록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Steers 1977). 조직 몰입(organi-
zational commitment)의 연구는 주방 조직 구성원

인 개인  차원의 목표와 조직  차원에서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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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조정하기 한 조직 구성원과 주방 각 조직

간의 연계에서 출발하 다. 
조직 몰입을 구성원의 의식과 련이 있고 개인

의 재 지 를 반 하는 것이다. 한, 특별한 

측 잠재력이 있어서 성과, 직무 동기, 조직에 한 

공헌 등의 조직성과 변수의 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동기 유발 요인들이 차별 인 합성을 제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Brown 1969). 조직 몰입

에 한 연구가 지속 인 심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은 효율  생상성과 인  자원 리를 해서 

조직 몰입과 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히 

조 해야 한다. Scholl(1981)은 조직 몰입을 여러 

가지 유형의 변수로 다양하게 취 하 으며, 조직 

몰입에 하여 매우 범 하게 연구해왔다. 
그러므로 호텔 주방 업무에서의 조직 몰입은 

안정 이고 지속 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업무에 

집 하고 생산에 능률에 향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주방에서 조리 종사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주

방에 주방 환경인 기물과 장비 그리고 작업 동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방 설비와 동선이 

잘 갖추어 있으며, 직무에 만족하게 되며, 이는 

조직 몰입에 몰입하여 성과, 직무 동기, 조직에 

한 공헌하게 될 것이다.

5. 변수의 조작  정의

주방 설비와 주방 동선을 직무 만족과 조직 몰

입을 선정하 는데, 이들 변수에 한 조작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주방 설비란 주방 설계에 따른 부  설비를 말

한다. 주방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서부터 식품

을 다루는 모든 기구와 장비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식품 조리 과정의 다양한 작업을 합리

으로 수행하기 한 것으로써 주방 계획에서부

터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정도로 정의한

다. 주방 설비의 측정은 정진우(2005)의 주방 설

비, 기물 배치, 동선 리의 측정 도구를 근거로, 
호텔 양식 주방의 동선 리 연구의 논문에서 개

발한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을 본 연구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20개 항목을 Likert 5  척

도로 측정하 다.
주방 기물은 조리 생산 활동에 필요한 각종 소

기물(utensil)과 고정기(equipment)를 말한다. 소 

기물은 일반 으로 크기가 작은 것은 선반에 걸

어 놓고 사용하거나 캐비닛에 보 된다. 이에 반

해 고정기기는 크고 무거운 것으로 일정한 치

에 설치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은 장비를 말한다

는 정도로 정의한다. 주방 기물의 측정은 정진우

(2005)의 주방 설비, 기물 배치, 동선 리의 측

정 도구를 근거로, 호텔 양식 주방의 동선 리연

구의 논문에서 개발한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

항들을 본 연구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8개 항목

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주방 이아웃은 주방에 있어서 조리의 작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요리를 만드는 작업 공

정으로 장 창고에서 혹은 식재료의 반입에서부

터 시작하여 요리의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주방을 

통과한 다음, 식당의 손님으로 진행된다. 동선은 

종업원의 움직임으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해 작업 공간에서 이동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주방 이아웃의 측정은 서 애(2005)가 개

발한 측정 도구를 근거로, 주방 이아웃 평가에 

한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들을 본 연구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10개 항목을 Likert 5  척

도로 측정하 다.
직무 만족은 각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호악감의 총화 는 이러한 호악감

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된 일련의 태도라고 정의하

으며(Smith 1955), 직무 만족의 측정을 해서

는 Churchill, Ford & Walker(1976)가 개발하여 사

용한 척도 9개 문항을 5  척도로 측정하 다.
조직 몰입을 측정하기 하여 Scholl(1981), Brown 

(1969)의 조직 몰입의 측정하는 도구를 참고하여, 
Likert 5  척도의 8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Ⅲ.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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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의 연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나타

내기 해서, 앞에서 살펴본 이론  배경의 내용

을 심으로 연구모형을〈그림 1〉과 같이 설정하

다.

2) 가설설정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한 논의를 토

로 연구 모형을 제시하 으며,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제시한 연구 모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1: 주방 설비는 조직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 주방 설비는 직무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3: 주방 동선은 직무 만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4: 주방 기물은 조직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5: 직무 만족은 조직 몰입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주방 설비와 동선이 직무 만족과 조

직 몰입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서울에 

소재한 6개 특 호텔을 선정하여 재 조리 부서

에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를 심으로 상으로

<그림 1> 연구모형.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26일간 총 250
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25매가 회수되었으며, 
이  응답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11부를 제거한 

214매를 표본자료를 확보하 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의 과정을 거쳐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 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다.

2.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체 표본의 인구통

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161명(75.2%), 여성이 53명(24.8%)으로 나타났

다. 연령 분포는 25세 이상이 27명(12.6%), 26～
30세 70명(32.7%), 31～35세 46명(21.5%), 36～40
세 34명(15.9%), 41～45세 15명(7.0%), 46～50세 

13명(6.1%), 51세 이상 9명(4.2%)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101명(47.2%), 기혼이 113명

(52.8%)로 나타났으며, 학력 분포는 고졸 이하가 

31명(14.5%), 문  졸업이 147명(68.7%), 학

졸업 28명(13.1%), 학원 졸업 8명(3.8%)으로 

나타났다. 
근무 부서는 커피  주방 22명(10.3%), 이태리 

주방 8(3.7%), 랑스 주방 7명(3.3%), 뷔페 주방 

89명(45.8%), 메인 주방 58명(27.1%), 룸서비스 

주방 3명(1.4%), 제과제빵 주방 18명(8.4%)으로 

나타났으며, 직책은 apprentice 19명(8.9%), 3rd cook 
43명(20.1%), 2nd cook 58명(27.1%), 1st cook 38
명(17.8%), demi chef de partie 24명(11.2%), chef 
de partie 15명(7.0%), sous chef 9명(4.2%), execu-
tive sous chef 4명(1.9%), executive chef 4명

(1.9%)으로 나타났다. 조리 경력의 분포는 1년 이

하가 17명(7.9%), 2～5년 71명(33.2%), 6～10년 

56명(26.2%), 11～15년 38명(17.8%), 16～20년 27
명(12.6%), 21～25년 3명(1.4%), 26년 이상 2명

(0.9%)으로 나타났다. 근무 년수는 1년 이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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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5년 71명(33.2%), 5～10년 56명(26.2%), 
11～15년 38명(17.8%), 16～20년 27명(12.6%), 2
1～25년 3명(1.4%), 26년 이상 2명(0.9%)으로 나

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24명(11.2%), 
100～200만원 미만 90명(60.7%), 200～300만원 

미만 44명(20.5%), 300～400만원 미만 41명(19.1%), 
400만원 이상 14명(6.5%)으로 나타났다.

2) 측정척도와 신뢰성과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동일한 개

념을 측정하기 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할 

때 가장 리 사용되는 크론바하의 알 (Cronbach' 
α) 개수를 이용하여 내  일 성(Internal Consis-
tency Reliability)에 을 두고 실시하 다. 더불

어 측정 항목들이 모두 같은 개념을 측정하 는

가를 측정하기 한 타당성 검증으로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들의 

해서를 용이하게 하기 직교회 (Orthogonal 
Rotation) 에서 주로 사용되는 베리맥스 회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 다. 요인의 수는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 이상이 되는 요인의 

수에 의해 결정하 다(노형진 1999). 
측정 척도에 한 신뢰도  요인 분석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방 설비에 한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 α의 값이 .906로 나

타났다. 요인분석에서는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

었으며, Eigen-Value값이 6.25이고 총 분산은 

48.083%를 설명하고 있다.
동선에서는 한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

<표 1> 주방 설비, 동선, 직무 만족, 조직 몰입에 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항목 추출된 요인 Eigen-value 설명력 Cronbach' α KMO

주방 설비
설비의 배치

6.25 48.083 .869  .906
설비의 작업성

동선
기계간 동선

5.317 53.174 .885  .898
작업순서 동선

직무 만족 직무 만족 5.251 58.349 .899  .912

조직 몰입 조직 몰입 4.639 57.988 .895 .92

α의 값이 .885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에서는 2개

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Eigen-Value값이 5.317
이고, 총 분산은 53.174%를 설명하고 있다. 

직무 만족에 한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 
α의 값이 .899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에서는 1개

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Eigen-Value값이 5.251
이고 총 분산은 58.349%를 설명하고 있다.

조직 몰입에 한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 
α의 값이 .895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에서는 1개

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Eigen-Value값이 

4.639이고 총 분산은 57.988%를 설명하고 있다.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를 해 설계된 연구 모형에 근거하여 

주방 설비와 주방 동선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

에 계를 규명하기 하여 5개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정을 하기 하여 회기분석(regre-
ssion)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regression)은 변수

들 간의 상호 계를 분석하 다. 

1) 가설 1의 검정

가설 1의 주방 설비는 조직 몰입에 향에 미

치는 향을 검정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는〈표 2〉와 같이 체의 회귀모

형은 F값이 p=0.000에서 24.754를 보여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방 설비의 회기분석에서 R2

는 0.440으로 나타나 

44.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의 작업성 

요인이 T값 5.899(p<.01)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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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방 설비는 조직 몰입간의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Beta SE T값 p

설비의 배치 .237 .062 3.813 .000 

설비의 작업성 .369 .062 5.899 .000

R2=.194,  Adjusted R2=.186,  F=24.754,  p=.000**

*p<.05, **p<.01.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설비의 배치 요

인이 T값 3.813(p<.01)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가설 2의 검정

가설 2의 주방 설비는 직무 만족에 향에 미

치는 향을 검정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는〈표 3〉과 같이 체의 회귀모

형은 F값이 p=0.000에서 173.151를 보여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 설비의 회귀분석에서 R2

는 0.623으로 나타나 

62.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설비의 배치 

요인이 T값 14.592(p<.01)로 가장 큰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설비의 작업

성 요인이 T값 11.569(p<.01)으로 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설 3의 검정

<표 3> 주방 설비는 직무 만족간의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Beta SE T값 p

설비의 배치 .617 .042 14.592 .000

설비의 작업성 .491 .042 11.569 .000

R2=.623,  Adjusted R2=.619,  F=173.151,  p=.000**

*p<.05, **p<.01.

<표 4> 주방 동선이 직무 만족간의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Beta SE T값 p

작업순서 동선 .709 .041 17.014 .000

기계간 동선 .374 .042  8.971 .000

R2=.640,  Adjusted R2=.636,  F=184.794,  p=.000**

*p<.05, **p<.01.

가설 3의 주방 동선은 직무 만족에 향에 미

치는 향을 검정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는〈표 4〉와 같이 체의 회귀모

형은 F값이 p=0.000에서 184.794를 보여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 설비의 회귀분석에서 R2

는 0.640으로 나타나 

64.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작업순서 동선

의 요인 T값이 17.014(p<.01)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계간 

동선의 요인이 T값 3.813(p<.01)으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설 4의 검정

가설 4의 주방 동선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는〈표 5〉와 같이 체의 회귀모형은 F값

이 p=0.000에서 27.290을 보여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 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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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방 동선은 조직 몰입간의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Beta SE T값 p

작업순서 동선 .371 .062 6.001 .000 

기계 동선 .267 .062 4.312 .000

R2=.211,  Adjusted R2=.203,  F=27.290,  p=.000**

*p<.05, **p<.01.

회귀분석에서 R2
는 0.211로 나타나 21.1%의 설명

력을 보이고 있으며, 작업순서 동선의 요인 T값

이 6.0001(p<.01)로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계간 동선의 요인

이 T값 4.312(p<.01)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7) 가설 5의 검정

가설 5의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는〈표 6〉과 같이 체의 회귀모형은 F값

이 p= 0.000에서 60.228을 보여 유의수  0.01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 설

비의 회귀분석에서 R2
는 0.225로 나타나 22.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직무 만족의 T값이 7.77 
(p<.01)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특  호텔 조리 종사원이 인지하는 

주방 설비, 동선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미치

는 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첫째, 조리 종사원이 인지하는 주방 설비가 조

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주방 설비

는 조직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6>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간의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Beta SE T값 p

직무 만족 .472 .061 7.77 .000 

R2=.225,  Adjusted R2=.222,  F=60.228,  p=.000**

*p<.05, **p<.01.

둘째, 조리 종사원이 인지하는 주방 설비가 직

무 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주방 설비

는 직무 만족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주방 설비

는 조리 종사원의 직무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

은 강무근(2004)의 연구결과와 같이 주방 설비가 

조리사의 직무 만족을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와 일치한다. 
셋째, 주방 동선은 직무 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주방 동선은 직무 만족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주방 

동선에 있어서 요인 1(기계간 동선), 동선과 요인 

2(작업순서 동선)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직무 만

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작업 순

서 동선은 P값이 .000으로 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작업 기계간 동선은 P값이 .000으
로 회귀식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방 동선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조리 종사원이 인지하는 주방 동선

은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내용은 주방 동선에 있어서 요인 1(기계

간 동선), 동선과 요인 2(작업 순서 동선)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조직 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분석한 결과, 작업순서 동선은 P값이 .000으로 

조직 몰입에 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작업 기계간 동선은 P값이 .000으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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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무 만족은 조직 몰입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한 결과, 직무 만족은 조직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만족을 독립변수

로 설정하고 조직 몰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작업순서 동선은 P값이 .000으로 조

직 몰입에 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한계 으로는 각 주방별, 각 호텔별 

황이 조사되어야 하나 호텔의 반 인 조사로 

인하여 세부 사항을 도출되지 못한 과 성별, 나
이별 등 개인 특성에 따라서 황별 한 업장을 

설비와 동선을 고려하며, 주방의 구체 인 문제

을 도출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업장별 각 

설비와 동선을 고려하면 좀 더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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