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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설비가 조리 종사원의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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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for a cook to cook, there should be a space called a kitchen; moreover, to prepare good 
food, there should be good kitchen facilities in the kitchen. With good facilities, the cook can save time 
and have higher productivity. On the other hand, with poor facilities, equipment and utensils, the cook 
can get demotivated, have poor capability, suffer from high stress and possibly can cause some diseases. 
Therefore, better facilities are essential for cooking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significant the job stress i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lso, how kitchen facilities and moving line influence the job stress.

In order to answer above questions, 278 copies of questionnaire were made and given to cooks at 
hotels with five star or similar ranks. Using SPSS Win 12.0 the statistics package, frequency,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conducted. Then,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test, 
difference analysis on statistic characteristics was partly found. In addition, facilities and moving line 
affected job stress. Also, working area in the kitchen inversely influenced the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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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호텔 주방 시설은 일반 주방에 비교해서 시설

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주방의 이 과 

주방 변경, 메뉴 교환, 매출 증가 원인이다. 이외

에도 주방의 기계의 교체, 새로운 기계의 도입, 
용량의 크기 변동, 치 변경 등의 원인으로 조리 

종사원이 업무에서 많은 스트 스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호텔의 주방은 기계 설비와 동선, 작업 

공간이 조리 종사원의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조

리 종사원의 스트 스가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

로 주방 시설은 과학 이고 보다 효율 인 계획

과 리가 필요하다. 반 로 주방 설비가 잘 계획

되어 있으며, 기계의 치와 작업 공간 그리고 동

선이 잘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리 종사자는 

능률이 향상되고 자기만족을 가질 것이고, 자기

의 특정한 과업과 능력에 한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체 인구  45% 이상이 직장인(통

계청 2003)이라는 을 고려할 때, 스트 스는 

직장인들  2/3 이상이 을 받을 수 있는 가

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단지 5%만 스트 스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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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장세동 등 2005). 조
리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방 설

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직무에 한 의

욕이 떨어지고 많은 스트 스를 받게 된다. 이는 

고객에게 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경  목표까

지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주방 설비로 인

한 조리 조사원의 스트 스 원인을 해소하는 것

이 매우 요하다. 조숙행(2004)은 스트 스를 

잘 리하며 질병의 빈도와 험성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능력과 에 지를 

최 한 발휘하도록 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

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 김남진(2007)은 근

로자의 스트 스 련 요인들에 한 연구는 개

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  실 을 증가

시키는데도 필수 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산업에서 종사원의 신체 , 감

정 , 정신 , 직무 스트 스에 심이 높아지면

서 오흥철․정수용(2007)은 카지노 직원의 직무 

스트 스에 한 연구를 하 다. 그리고 김 근․

김용철(2006)의 호텔 기업에 종사원의 직무 스트

스 련에 하여 설명하 다. 박혜윤(2006)은 

 서비스 기업 종사원의 인구 특성에 따른 직

무 스트 스와 조직 유효성에 한 연구를 제시하

다. 
국내에는 호텔을 비롯하여 많은 외식업체들이 

있으며, 그 에 주방에 종사하는 많은 조리 종사

자가 있다. 이들이 주방의 설비, 동선, 공간 잘못

으로 직무 스트 스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더 심

화 되며 직업병으로 연계될 것이고, 한 업체에

서는 생산능률이 떨어지고 매출에 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조리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방 설비로 인하여 받는 스트 스를 

문제 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고하고자 한다. 주
방 설비 부분으로 인하여 조리 과정이 어렵고 생

산에 차질이 생기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방의 작업 공간, 
설비, 동선  직무 스트 스에 한 선행 연구를 

심으로 호텔 주방의 작업 공간, 기물, 동선이 

조리 종사원의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주방 설비

박병근(1995)은 주방 설비를 주방 설계에 따른  

부  설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바닥, 벽, 천장, 
환기시설, 냉ㆍ난방 시설을 비롯한 가스, 스  등

의 조명, 채  시설, 식기세척기, 기물 세척 장소

의 설비 등을 말한다. 김종성(1993)은 주방 설비 

계획 시에 공학 설비 품목으로 에 지, 조명, 온
도, 습도, 냉장, 배기, 환기, 소음, 운송 시설 등은 

작업을 보존해 주며, 배치된 기기들의 능률을 향

상시키는 등 요한 상호 련성을 갖고 있다. 진
양호(1991)는 식품 조리 과정의 다양한 작업을 

합리 으로 수행하기 한 것으로써 주방 계획에

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주방 설비는 

조리 과정에 있어서 작업 흐름이 원활하고 시간

을 단축 할 수 있다. 특히 조리 능률과 생 등의 

기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측면에

서는 주방 설비에서 고려되어야 될 것은 건물 면

, 생산성 제고 시간과 노동력의 효율성과 감

을 생각 하여야 하고, 한 인체공학 인 면의 디

자인 원리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호텔 

주방 시설계획의 궁극 인 목 은 최 한 작업 

능력을 최소의 공간에 계획하는 목 이다. 한, 
호텔 주방의 시설ㆍ설비는 주방의 크기  치, 
주방 설비의 모양, 주방 특성, 주방의 성격에 따

라 다르다. 그러므로 사  계획에 따라 주방 설비

가 진행되지 못하며, 조리 종사원의 직무 효율이 

떨어진다. 김기 (1995)은 주방 설비의 잘못된 배

치는 조리 종사원의 능률을 떨어진다고 강조하

다. 박혜윤(2006)은 종사원의 작업 환경은 직무 스

트 스에 향이 미친다고 하 다.

2. 주방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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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동선은 주방에서의 조리 작업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이동은 과정이다. 작업을 해 다른 장

소로 움직이거나 장비와 식재료 등을 이동하기 

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 주방이 차지하

고 있는 공간에서부터 식품을 다루는 모든 기구

와 장비들의 공정에 따라 치와 순 를 정하여 

놓은 상태를 주방 동선이라 할 수 있다. 주방의 

시설 리 인 측면에서는 작업 동선 환경을 무

엇보다 잘 되어 있어야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 작업 동선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능률

이 떨어지고, 사고의 험까지 일어날 수 있다. 
주방에서 한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은 최 한 효

율 인 정한 공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시

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종사원간

의 충돌을 사 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

방의 작업 동선은 매우 요하다. 호텔마다 주방 

동선에 의해 조리 장비  기기들을 배치되어야

하고, 창고와 냉장고가, 조리 과정의 흐름 과정 

등 이 다양한 조리작업에 합하게 동선이 잘 되

어 있어야 한다. 장비의 설치  설계는 효율

으로 이루어지며 반 으로 직무 만족을 높게 

평가하는 결과를 얻었다(장 래 등 2004). 주방

의 시설 리가 좋다면 직무 만족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무근 2004). 정진우(2005)
는 주방 이아웃은 종사원의 체 인 만족도

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규명한 결과, 직무 만

족과 직무 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서 애(2005)의 연구에 의하면 주방의 생

산성에 미치는 정도는 작업 동선, 주방 환경, 주
방 기기, 주방 시설의 요인 순으로 유익하게 나

타났다. 한 이희 (2001)은 주방 설비는 직무 

성과간의 계는 직 으로 직무 성과에 향

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반면에 주방 동선이 

잘 기획되지 않으며, 종사원은 직무 만족이 낮아

지고 이는 곳 직무 스트 스로 련된다.  

3. 작업 공간 

주방에서 작업의 공간은 일정한 공간에 정해

진 조리 종사원이 함께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져

야 지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무 넓어도 에

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한 무 좁아도 작업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주방 설비는 인간공학 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합리 인 배치는 음식을 생산하는 과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상의 활동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

한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간과 장비와의 기

능  계 부여에서 결정한 목 을 달성할 수 있

도록 체 인 시설이 인간의 근본 인 신체조건

에 맞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방의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하여 

통로 공간의 최 화하여 세부 인 시설  장비

의 작업 공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은 정

한 작업 공간의 확보 문제는 통로 공간의 활동과 

배치에 한 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체공간

학  에서 정한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 작업 공간 확보의 문제는 작업 의 

유형에 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김종

성(1993)은 기계와 물리  운 에 한 원리를 이

해함으로써 장비들을 보다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한 리에 도움이 된다. 김기 (1995)은 

호텔 주방의 장비  시설에 한 작업 공간 할당

의 문제는 주방 종사원이 조리 활동의 질을 결정

하는 요인으로서 종사원의 노동 생산과 주방 운

의 효율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친다.

4. 직무 스트 스

 사회는 과학 기술이 발달과 함께 기업의 

구조가 격히 변화되면서 더욱 복잡, 다양해지

며 갈등과 경쟁 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직
장생활을 하다 보면 과 한 업무나 작업장의 환

경이 작업조건이 맞지 않을 때 직무에 한 스트

스를 받게 된다. 직무 스트 스 요인은 여러 가

지가 있지만 원인을 찾아 방 책을 세우기 

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직무 스트 스의 개념을 Beehr & Jex(2007)는 

직무 자체 는 작업 환경의 어떤 특성이 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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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

으며, Matteson(1982)은 직무 스트 스를 개인

이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를 그의 요한 목 에 

을 지각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정  상태

와 신체  반동의 패턴으로 정의하 다. Kirkcaldy 
(2000)는 개인이 그가 바라는 바와 련되고 

한 결과가 확실한 동시에 요하다고 지각된 바

와 련된 기회, 억제 는 요망에 직면할 때의 

동태 인 조건으로 정의하 다. 이승로․박상일

(2006)는 직무 스트 스에서 업무 수행 능력과 

업무 수행에 한 연구를 하 으며, 양범선 등

(2006)은 직무 스트 스 유발요인을 직무의 압력, 
직무 능력, 직무의 다양성, 직무의 자율성 등에 

하여 변수 요인을 사용하 다. 서창 (2006)은 

직무 스트 스 요인을 기술의 다양성, 직무 정체

성, 직무의 용성의 요인 변수를 사용하 다. 김
근․김용철(2006)은 직무 스트 스 변수 요인

을 업무로 인한 압박감, 업무로 인한 피로, 업무 

수행 능력에 한 요인을 사용하 다. 

5. 변수의 조작  정의

<표 1> 측정항목의 변수 요인 

학자 스트 스 요인 학자 주방 설비 요인 변수

Beehr & Frantz 
(1992)

- 업무 환경

- 직무 자체 

- 작업 환경

김종성

(1993)

- 동선의 길이 - 체 공간

- 동선의 넓이 - 활동 공간

- 동선의 높이 - 통로 공간

- 공동기물 

서창

(2006)

- 기술의 다양성

- 직무 정체성

- 직무의 요성

김기

(1995)

- 작업 간 동선 - 체 공간

- 순서 동선 - 활동 공간

- 공정 동선 - 길이 공간

- 선반 동선 - 높이 공간

- 싱크  동선 - 고정 기물

- 작업 공정마다 기물 배치

양범선 등

(2006)

- 직무의 압력 

- 직무 능력

- 직무의 다양성

- 직무의 자율성 

정진우 

(2005)

- 공동 기물 - 작업 간 동선

- 기물 보유 - 순서 동선

- 길이 동선 - 장비간 동서 

김 근․김용철

(2006)

- 업무로 인한 압박감

- 업무로 인한 피로

- 업무 수행 능력

김인환

(2005)

- 공정 동선  - 순서 동선

- 길이 동선 - 선반 동선

- 체 공간 - 통로 공간

자료: 논자 작성.

주방 설비는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하여 주방 설비(기물, 동선, 공간), 직
무 스트 스를 선정하 는데, 이들 변수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방 설비가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선행 연

구는 Beehr & Jex(2007)는 작업 환경의 어떤 특

성이 종사원들에게 해로운 결과를 래하는 과정

으로 정의하 다. 이승로․박상일(2006)은 업무  

수행이 직무 스트 스에 한 연구를 하 으며, 
양범선 등(2006)은 직무의 다양성이 직무 스트

스 에 한 연구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 

환경이나 직무의 다양성, 업무 수행을 요인을 주

방 시설 환경으로 설정하여 직무 스트 스와의 

계로 선행 연구로 설정하 다. 
설문지 구성은 김기 (1995)의 주방 설비의 배

치와 박병근(1995)의 주방 설비를 주방 설계에 따

른 부  설비, 김종성(1993)의 논문에 사용한 설문 
문항들을 본 연구의 합하도록 재수정하여 5개 

항목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직무 스트 스에 한 변수로는 Beehr & Jex 

(2007)는 업무 환경, 직무 자체, 작업 환경 주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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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하 으며, 서창 (2006)은 기술의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의 요성을 양범선 등

(2006)은 직무 자율성, 직무의 압력, 직무 능력, 
직무의 다양성. 김 근․김용철(2006)은 업무로 

인하 압박감 등에 한 선행 연구를 하 다. 직무 

스트 스의 측정은 Beehr & Jex(2007), 서창

(2006), 김 근․김용철(2006)의 논문에서 사용

된 설문 문항들을 본 연구에 합하도록 수정하

여 5개 항목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동선에 한 변수는 김종성(1993)은 길이 동선, 

넓이 동선, 높이 동선을 사용하 으며, 김기

(1995)은 작업 간 동선, 순서 동서, 선반 동선, 
싱크  동선을 정진우 (2005)는 순서 동선, 장비

간 동선, 길 이동을 김인환(2005)은 공정 동선, 길
이 동선, 천체 공간 동선, 선반 동선에 한 변수

를 사용하 다. 선행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

구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7개 항목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공간에 한 변수로는 김종성(1993)은 체 공

간, 활동 공간, 통로 공간을 김기 (1995)은 체 

공간, 활동 공간, 길이 공간, 높이 공간, 정진우

(2005)은 체 공간, 활동 공간을 김인환(2005)은 

체 공간, 활동 공간 등을 사용하여 연구하 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측정 도구를 근거로, 설문 

문항들을 본 연구에 합하도록 수정하여 8개 항

목을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

Ⅲ.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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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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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통계 인 특성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인에 차이검증 

H2: 주방 설비는 조리 종사원의 직무 스트 스

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 주방 작업 동선이 직무 스트 스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 주방 작업 공간이 직무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주방 설비가 조리 종사원의 직무 스

트 스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해 서울에 소재한 6개 특  호텔을 선정하여 

조리 종사자를 심으로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26일간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89매가 회수되었다. 이  응답에 신뢰성이 떨어

지는 11부를 제거한 278매를 표본 자료를 확보하

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의 

과정을 거쳐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

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신뢰성과 타당성을 

회귀분석을 검증하 다.

Ⅲ.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체 표본의 인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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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특성은〈표 2〉와 같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204명(73.4%), 여성이 74명(26.6%)으로 나타났

다. 연령 분포는 25세 이하 35명(12.6%), 26～30
세 91명(32.7%), 31～35세 63명(22.7%), 36～40세 

45명(16.2%), 41～45세 17명(6.1%), 46～50세 17
명(6.1%), 51세 이상 10명(3.6%)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123명(44.2%), 기혼이 155명

(55.8%)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분포는 고졸 이하

가 36명(12.9%), 문  졸업이 197명(70.9%), 
학 졸업 36명(12.9%), 학원 졸업 9명(3.3%)으
로 나타났다. 

근무 부서는 커피  주방 28명(10.1%), 이태리 

주방 10명(3.6%), 랑스 주방 10명(3.6%), 뷔페 

주방 130명(46.8%), 메인 주방 74명(26.6%), 제과

제빵 주방 26명(9.4%)으로 나타났으며, 직책은

<표 2>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

항목 변수 빈도 비율(%) 항목 변수 빈도 비율(%)

성별
남자 204 73.4

결혼
미혼 123 44.2

여자  74 26.6 기혼 155 55.8

연령

25세 이하  35 12.6

학력

고졸 이하  36 12.9

26～30세  91 32.7 문  졸업 197 70.9

31～35세  63 22.7 학 졸업  36 12.9

36～40세  45 16.2 학원 졸업   9  3.3

41～45세  17  6.1

직책

Apprentice  27  9.7

46～50세  17  6.1 3rd cook  52 18.7

51세 이상  10  3.6 2nd cook  75 27.0

근무

부서

커피  주방  28 10.1 1st cook  50 18

이태리 주방  10  3.6 Demi chef de partie  34 12.2

랑스 주방  10  3.6 Chef de partie  18  6.5

뷔페 주방 130 46.8 Sous chef  14  5.0

메인 주방  74 26.6 Executive sous chef   4  1.4

제과제빵 주방  26  9.4 Executive chef   4  1.4

조리

경력

1년 이하  20  7.2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8 10.1
2～5년  95 34.2

100～200만원 151 54.3
6～10년  75 27.0

200～300만원  59 21.211～15년  44 15.8

16～20년  28 10.1
300～400만원  22  7.9

21～25년  12  4.3
400만원 이상  17  6.526년 이상   4  1.4

apprentice 27명(9.7%), 3rd cook 52명(18.7%), 2nd 
cook 75명(27.0%), 1st cook 50명(18.0%), demi 
chef de partie 34명(12.2%), chef de partie 18명

(6.5%), sous chef 14명(5.0%), executive sous chef 
4명(1.4%), executive chef 4명(1.4%)으로 나타났

다. 조리 경력의 분포는 1년 이하가 20명(7.2%), 
2～5년 95명(34.2%), 6～10년 75명(27.0%), 11～
15년 44명(15.8%), 16～20년 28명(10.1%), 21～25
년 12명(4.3%), 26년 이상 4명(1.4%)으로 나타났

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28명(10.1%), 
100～200만원 151명(54.3%), 200～300만원 59명

(21.2%), 300～400만원 22명(7.9%), 400만원 이

상 17명(6.5%)으로 나타났다.

2. 측정척도와 신뢰성과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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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분석(Reliability Analysis)은 동일한 개

념을 측정하기 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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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측정 항목들이 모두 같은 개념을 측정하

는가를 측정하기 한 타당성 검증으로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들의 

해서를 용이하게 하기 직교회 (Orthogonal Rota-
tion) 에서 주로 사용되는 베리맥스 회 (Vari-

<표 3> 측정항목의 요인분석  신뢰성 검정

요인명 설문 문항 평균값 Eigen-Value 설명력(%) Cronbach' α

직무 스트 스

작업 환경 3.38

3.13 60.268 .834

역할 직무 3.24

직무 압력 3.16

과  업무 3.05

기술 다양성 3.22

설비

반 인 기물 보유 3.31

4.638 57.974 .894

작업 공정마다 기물 배치 3.49

공동 기물 3.35

개인 기물 3.58

고정 기물 3.42

이동 기물 3.34

기물 노후 3.38

사용 불가 기물 3.15

동선

작업 길이 동선 3.05

3.960 56.572 .871

작업 넓이 동선 3.32

장비간 동선 3.36

싱크  동선 3.32

선반 동선 3.30

공정간 동선 3.51

작업 순서 동선 3.32

공간

체 공간 2.76

5.429 67.863 .932

활동 공간 2.83

통로 공간 2.86

길이 공간 2.80

높이 공간 2.79

복 공간 2.71

높이 공간 2.73

여유 공간 2.64

max Rotation)을 실시하 다. 요인의 수는 아이

겐 값(Eigen-Value)이 1 이상이 되는 요인의 수에 

의해 결정하 다(노형진 1999). 
측정 척도에 한 신뢰도  요인분석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무 스트 스에 

한 신뢰도 분석에서 크론바하 알 (Cronbach' α)
의 값이 .834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에서는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Eigen-Value값이 3.13이

고 총분산은 60%를 설명하고 있다.
기물 요인에서는 한 신뢰도 분석에서 크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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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알 (Cronbach' α)의 값이 .894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에서는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Eigen-Value값이 4.638이고 총분산은 57%를 설

명하고 있다. 
동선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에서 크론바하 

알 (Cronbach' α)의 값이 .871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에서는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Eigen- 
Value값이 3.960이고 총 분산은 56%를 설명하고 

있다.
공간 요인에 한 신뢰도 분석에서 크론바하 

알 (Cronbach' α)의 값이 .932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에서는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Eigen- 
Value값이 5.429이고 총 분산은 67%를 설명하고 

있다.

3. 연구가설 1의 검정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

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에서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소득, 소속, 결혼 7개 각 

요인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인에는 유의한 차

<표 4> 성별에 따른 직무 스트 스 요인의 차이검증 

항목 여성(74명) 남성(204명) F 유의확률

작업 환경 2.73 2.77 0.120 0.729

직무 역할 2.73 2.86 1.212 0.272

직무 압력 2.99 2.81 2.331 0.128

과정 업무 2.73 2.82 0.686 0.408

기술 다양성 2.84 2.78 0.218 0.641

*p<.05, **p<.01, ***p<.001 by t-test.

<표 5> 연령에 따른 직무 스트 스 요인의 차이검증 

항목
25세 이하

(35명)
26～30세

(91명)
31～35세

(63명)
36～40세

(45명)
41～45세

(17명)
46～50세

(17명)
51세 이상

(10명)
F 유의확률

작업 환경 2.89 2.91 2.68 2.53 2.82 2.76 2.30 1.778 0.104

직무 역할 2.69 3.09 2.73 2.60 3.12 2.59 2.50 2.905 0.009**

직무 압력 2.57 3.12 2.83 2.51 3.18 2.94 2.60 4.392 0.000**

과  업무 2.80 2.93 2.81 2.42 3.24 2.71 2.60 2.955 0.008**

기술 다양성 2.71 2.96 2.76 2.67 2.82 2.71 2.50 0.864 0.522

*p<.05, **p<.01 by ANOVA.

이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일원배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의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s 다 범  검증(P<0.05)을 

실시하여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에 한 유

의 인 표기하 다. 성별에 따른 직무 스트 스

를 요인별로 비교해 보며 작업 환경, 직무 역할, 
직무 압력, 업무 과업, 기술 다양성에 하여 5
법(1: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

다)으로 평가한 결과는〈표 4〉와 같다. 성별에

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직무 스트 스를 요인별로 비교

해 보며 작업 환경, 직무 역할, 직무 압력, 업무 

과업, 기술 다양성에 하여 5 법 하여 5 법

(1: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

다)으로 평가한 결과는〈표 5〉와 같다. 
연령에 따라 동래 의 세계화 가능성, 타인

에게 추 , 재 구매, 맛의 변화, 고유의 맛, 가격

변화, 소스, 장식에 하여 5 법(1: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 다)으로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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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표 5〉와 같다. 연령에서는 통계 으로 

직무 역할, 직무 압력, 과  업무는 유의하게 나

타났으나, 직업 환경, 기술 다양성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

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에서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소득, 소속, 결혼 7개 각 

요인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인에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연구 가설을 설정하여 

일원배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의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s 다 범  검증(P<0.05)을 

실시하여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에 한 유

의 인 표기하 다. 학력에 따른 직무 스트 스

를 요인별로 비교해 보며 작업 환경, 직무 역할, 
직무 압력, 업무 과업, 기술 다양성에 하여 5
법(1: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

다)으로 평가한 결과는〈표 6〉과 같다. 학력에

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

<표 6> 학력에 따른 직무 스트 스 요인의 차이검증

항목
고졸 이하

(36명)

문  

졸업 이하 

(197명)

학교

졸업 이하

(36명)

학원

졸업 이하

(9명)
F 유의확률

작업 환경 2.61 2.75 2.89 3.13 0.889 0.471

직무 역할 2.58 2.84 3.03 2.88 1.367 0.246

직무 압력 2.86 2.85 3.00 2.38 0.936 0.444

업무 과 2.75 2.81 2.78 2.88 0.072 0.991

기술 다양성 2.75 2.80 2.81 2.88 0.224 0.925

*p<.05, **p<.01 by ANOVA.

<표 7> 소득성별에 따른 직무 스트 스 요인의 차이검증

항목

100만원

미만

(28명)

100～200
만원 미만

(151명)

200～300
만원 미만

(59명)

300～400
만원 미만

(22명)

400～500
만원 미만

(16명)

500만원

이상

(1명)
F 유의확률

작업 환경 2.54 2.92 2.53 2.59 2.73 2.71 2.639 0.024

직무 역할 2.36 2.99 2.61 3.00 2.73 2.71 3.608 0.004**

직무 압력 2.36 3.04 2.63 3.00 2.55 3.00 5.176 0.000**

업무 과 2.50 2.91 2.58 3.09 2.55 3.00 2.998 0.012**

기술 다양성 2.46 2.91 2.68 2.91 2.45 2.71 1.819 0.109

*p<.05, **p<.01 by ANOVA.

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

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에서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소득, 소속, 결혼 7개 각 

요인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인에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일

원배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의 사후검

증으로는 Duncan's 다 범  검증(P<0.05)을 실시

하여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에 한 유의 인 

표기하 다. 소득에 따른 직무 스트 스를 요인별

로 비교해 보며 작업 환경, 직무 역할, 직무 압력, 
업무 과업, 기술 다양성에 하여 5 법(1: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 다)으로 

평가한 결과는〈표 7〉과 같다. 소득에서는 통계

으로 직무 역할, 직무 압력, 업무 과 은 유의

하게 나타났으나 작업 환경, 기술 다양성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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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에서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소득, 소속, 결혼 7개 각 

요인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인에는 유의한 차

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의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s 다 범  검증(P<0.05)을 

실시하여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에 한 유

의 인 표기하 다. 근무 부서에 따른 직무 스트

스를 요인별로 비교해 보며 작업 환경, 직무 

역할, 직무 압력, 업무 과업, 기술 다양성에 하

여 5 법(1: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 다)으로 평가한 결과는〈표 8〉과 같다. 
근무 부서에서는 통계 으로 직무 역할, 직무 압

력, 업무 과 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작업 환

경, 기술 다양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

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에서 

<표 8> 근무 부서에 따른 직무 스트 스 요인의 차이검증 

항목

커피  

주방

(28명)

이태리 

주방

(10명)

랑스 

주방

(10명)

뷔페 

주방

(130명)

메인 

주방

(74명)

제과제빵 

주방

(26명)
F 유의확률

작업 환경 2.79 3.00 2.70 2.85 2.66 2.39 1.506 0.176

직무 역할 2.61 3.20 2.60 2.92 2.80 2.52 1.840 0.092*

직무 압력 2.43 3.20 3.10 2.93 2.93 2.39 3.792 0.001**

과  업무 2.54 2.90 3.40 2.80 2.93 2.22 4.963 0.000**

기술 다양성 2.64 2.90 3.00 2.76 2.97 2.48 1.187 0.313

*p<.05, **p<.01 by ANOVA.

<표 9> 조리 경력에 따른 직무 스트 스 요인의 차이검증

항목
1년 이하

(20명)
2～5년
(95명)

6～10년
(75명)

11～15년
(44명)

16～20년

(28명)
21～25년

(12명)
26년 이상

(4명)
F 유의확률

작업 환경 2.95 2.84 2.85 2.50 2.57 2.67 2.50 1.492 0.181

직무 역할 2.70 2.97 2.84 2.61 2.75 2.83 2.75 0.929 0.474

직무 압력 2.65 2.95 2.93 2.68 2.82 2.75 3.00 0.874 0.515

과  업무 2.80 2.83 2.87 2.64 2.82 2.67 2.75 0.436 0.855

기술 다양성 2.95 2.88 2.83 2.61 2.79 2.33 2.75 1.046 0.396

1: I am not agree at all, 3: So so, 5: I absolutely agree.
*p<.05, **p<.01 by ANOVA.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소득, 소속, 결혼 7개 각 

요인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인에는 유의한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의 사후검증으

로는 Duncan's 다 범  검증(P<0.05)을 실시하

여 평균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에 한 유의 인 

표기하 다. 소득에 따른 직무 스트 스를 요인

별로 비교해 보며 작업 환경, 직무 역할, 직무 압

력, 업무 과업, 기술 다양성에 하여 5 법(1: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 다)으

로 평가한 결과는〈표 9〉와 같다. 조리 경력에서

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결혼에 따른 직무 스트 스를 요인별로 비교

해 보며 작업 환경, 직무 역할, 직무 압력, 업무 

과업, 기술 다양성에 하여 5 법(1: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5: 매우 그 다)으로 평가

한 결과는〈표 10〉과 같다. 결혼에서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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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결혼에 따른 직무 스트 스 요인의 차이검증

항목
미혼

(123명)
기혼

(155명)
F 유의확률

작업 환경 2.85 2.69 2.312 0.130

직무 역할 2.83 2.83 0.001 0.974

직무 압력 2.78 0.730 1.989 0.160

과  업무 2.77 0.798 0.217 0.642

기술 다양성 2.77 0.895 0.132 0.716

*p<.05, **p<.01 by ANOVA.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의 검증

본 연구를 해 설계된 연구 모형에 근거하여 

주방의 설비, 기물, 동선, 공간이 직무 스트 스

에 계를 규명하기 하여 3개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 검정을 하기 하여 회기분석(re-
gression)을 실시하 다. 

1) 가설 1의 검정

가설 1의 주방 설비는 직무 스트 스에 향을 미

치는 검정을 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는〈표 11〉과 같이 체의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0에서 380.432를 보여 유의수  0.01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 설

비의 회귀분석에서 R2
는 0.580으로 나타나 58.0%

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주방에는 많은 설비 종

<표 11> 설비 직무 스트 스간의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Beta SE T값 p

설비 .761 .039  19.505 .000 

R2=.580, Adjusted R2=.578, F=380.432,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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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동선이 직무 스트 스간의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Beta SE T값 p

동선 .662 .045 14.688 .000

R2=.439, Adjusted R2=.437, F=215.741,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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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를 보유하고 있다. 조리 작업 과정에 이들을 잘 

활용하여야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으며, 효율

인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리 종사자들은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에 해 직무 수행

에 있어서 스트 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혜윤(2006)은 종사원의 작업 환경과 능률 하는 

직무 스트 스에 향이 미친다고 하 다. 본 연

구에서도 박혜윤과 같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2) 가설 2의 검정

가설 2는 주방 동선은 직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는〈표 12〉와 같이 체의 회귀

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215.741을 보여 유의

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주방 설비의 회귀분석에 한 R2
는 .439로 나

타나 4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주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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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를 만드는 작업 공정에는 공정 과정에 작은 

공정이 무수히 많다. 이러한 공정이 서로 충돌되

지 않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최 한 효율 으로 배치하여야 생산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리 종사

자가 많은 스트 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

의 검정 결과, 조리 종사자는 주방 설비에 스트

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강무근(2004)은 주방의 시설 리가 좋다면 직무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우

(2005)는 주방 이아웃은 종사원의 체 인 만

족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규명한 결과, 직무 

만족과 직무 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서 애(2005)의 연구에 의하면, 주방의 생

산성에 미치는 정도는 작업 동선, 주방 환경, 주
방 기기, 주방 시설의 요인 순으로 유익하게 나타

났다. 한, 이희 (2001)은 주방 설비는 직무 성

과간의 계는 직 으로 직무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3) 가설 3의 검정

가설 3의 주방 공간은 직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표 13〉과 같이 체의 회귀

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8.648을 보여 유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 설비의 회귀식에 한 R2

는 030으로 나타나 

3.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주방에서 작업 공간은 매우 요하다. 작업 공

간이 무 넓어도 시간과 에 지 소모가 낭비된

다. 그리고 무 좁으며 작업에 불편은 물론 조리 

종사자가 스트 스를 받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표 13> 공간이 직무 스트 스간의 회귀분석 결과

Variables Beta SE T값 p

공간 －.174 .059 －2.941 .000

R2=.030, Adjusted R2=.027, F=8.648,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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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공간에 있어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역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리 종사원

은 공간에 해서는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조리 종사자가 주방

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

고 제3의 생각도 해볼 수 있다. 한 주방 안에서도 

콜 주방과 핫 주방으로 분류된다. 호텔 주방에는 

여러 주방이 많이 있는데, 각 주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호텔 

주방은 공간이 충분한 곳도 있고 충분하지 곳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주방에 

따라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직무 스

트 스 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에서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소득, 소속, 결
혼 7개 각 요인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연구 가설을 

설정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한 조리 종사원이 인지하는 주방 설비의 기물, 동
선, 공간이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규명

하기 하여 서울에 소재한 6개 호텔을 조리 종

사원을 상으로 하여 기물, 동선, 공간, 직무 스

트 스 등 4개 요인을 도출하 으며, 이들 요인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

에서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소득, 소속, 결혼 7
개 각 요인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인에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연구 가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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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성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통계 으로 직

무 역할, 직무 압력, 과  업무는 유의하게 나타

났으나, 직업 환경, 기술 다양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소득에서는 통계 으로 직무 역할, 직무 압력, 

업무 과 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작업 환경, 기
술 다양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부서에서는 통계 으로 직무 역

할, 직무 압력, 업무 과 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작업 환경, 기술 다양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 경력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가설 2의 주방 설비는 직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검정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는〈표 4〉와 같이 체의 회귀

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380.432를 보여 유의

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주방 설비의 회귀분석에서 R2
는 0.580으로 나

타나 58.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주방에는 

많은 설비들은 보유하고 있다. 조리 작업 과정에 

이들을 잘 활용하여야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으

며, 효율 인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리 종

사자들은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에 해 

직무수행에 있어서 스트 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박혜윤(2006)은 종사원의 작업 환경과 능

률 하는 직무 스트 스에 향이 미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박혜윤과 같은 동일한 결과

로 나타났다.  
셋째, 가설 2는 주방 동선은 직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5〉와 같이 체의 회

귀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215.741을 보여 유

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주방 설비의 회귀분석에 한 R2
는 .439로 

나타나 4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주방에서

는 조리를 만드는 작업 공정에는 공정 과정에 작

은 공정이 무수히 많다. 이러한 공정이 서로 충돌

되지 않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

을 최 한 효율 으로 배치하여야 생산성이 있

다. 이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리 종

사자가 많은 스트 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본 연

구의 검정 결과, 조리 종사자는 주방 설비에 스트

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 연구

에서 강무근(2004)은 주방의 시설 리가 좋다면 

직무 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진우(2005)는 주방 이아웃은 종사원의 체

인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규명한 결과, 
직무 만족과 직무 유효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서 애(2005)의 연구에 의하면, 주
방의 생산성에 미치는 정도는 작업 동선, 주방 환

경, 주방 기기, 주방 시설의 요인 순으로 유익하

게 나타났다. 한 이희 (2001)은 주방 설비는 직

무 성과간의 계는 직 으로 직무 성과에 향

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넷째, 가설 4의 주방 공간은 직무 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회귀분석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6〉과 같이 체의 

회귀모형은 F값이 p=0.000에서 8.648을 보여 유

의수  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주방 설비의 회귀분석에 한 R2
는 030으

로 나타나 3.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주방에서 작업 공간은 매우 요하다. 작업 공

간이 무 넓어도 시간과 에 지 소모가 낭비된

다. 그리고 무 좁으며 작업에 불편은 물론 조리 

종사자가 스트 스를 받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주방 공간에 있어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역으

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리 종

사원은 공간에 해서는 향을 받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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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조리 종사자가 

주방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제3의 생각도 해볼 수 있다. 한 주방 안에

서도 콜 주방과 핫 주방으로 분류된다. 호텔 주방

에는 여러 주방이 많이 있는데, 각 주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호텔 주방은 공간이 충분한 곳도 있고 충분하지 

곳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주

방에 따라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직무 스트 스 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가설에서 성별, 연령, 학
력, 경력, 소득, 소속, 결혼 7개 각 요인에 따라 직

무 스트 스 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성별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통계

으로 직무 역할, 직무 압력, 과  업무는 유의

하게 나타났으나, 직업 환경, 기술 다양성은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

은 남녀 모두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에서는 통계 으로 직무 역할, 직
무 압력, 업무 과 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작업 

환경, 기술 다양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부서에서는 통계 으로 

직무 역할, 직무 압력, 업무 과 은 유의하게 나

타났으나 작업 환경, 기술 다양성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 경력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본 논문의 한계 으로는 각 주방별, 각 호텔별 

황이 조사되어야 하나, 호텔의 반 인 조사

로 인하여 세부 상항을 도출되지 못한 과 성별, 
나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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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