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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 근무와 오  주방 시스템이 직무 만족과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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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evelopmental basic data of a change in shift work types 
by making a self-administered survey of the effect of commitment by shift work and the open kitchen 
system on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and mutual relation between variables on 287 cooks in luxury 
hotels. Analysis showed that the operation of the shift work system was effective in reducing the internal 
stress of the cooks, their external stress, or their self-uncertainty on the job, and the business by the 
open kitchen system was effective in raising self-esteem. In addition, job commitment by shift work and 
the open kitchen system were effective in promoting the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interpersonal 
relations, promotion, benefits and wages. Consequently, the decrease of external and internal stress or 
self-uncertainty and the improvement of job satisfaction can be connected with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or cost reduction. Therefore, the open kitchen system should be properly applied to the 
shift work system, along with sanitation, safety and the periodic checkup of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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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 산업 공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순환 근무의 형태와 그 비  한 증가하고 

있다(변 순 2005, 윤간우 2007, Moore-Ede et al. 
2004). 유럽의 경우 체 노동력의 약 15～20%가 

야간 근무  교  근무를 하고 있으며(Tenkane 
et al. 1997), 호주의 경우는 약 21.2%(Fransen et 
al. 200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25.1%

가 순환 근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남연 외 2002; 변 순 2005; 윤간우 2007; 김
은주 2007).

기업들이 순환 근무를 시행함으로써 기술 , 경
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의 신체  일

상 생활의 리듬과 맞지 않는 시간 에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에 해서는 별다른 고려 없이 도입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래

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 근무는 인체의 내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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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교란시킴으로써 생체 리듬(circadian rhythm)
의 부조화를 유발하여 신체 , 정신 , 사회 인 건

강에 향을 미친다(김은주 2007; Nishitani 2007; 
Takahashi et al. 2006; Meloni et al. 2003).

특히 고도 산업화에 따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순환 근무자의 건강은 불규칙한 식습 , 진동과 

같은 복합 요인으로 인한 정신 (Takahashi et al. 
2006), 육체  스트 스(Radi et al. 2007; Harada et 
al. 2005)가 많으며, 상해(Fransen et al. 2006)와 질

병 이환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표 인 순환 근무 상자인 특 호텔 

조리사의 순환 근무에 따른 피로와 수면 장애로 

인한 식욕 부진과 장 장애는 양 불량으로 건강

에 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장
애도 래할 수 있다(김은주 2007; Sabbagh-Ehrlich 
et al. 2005). 지 까지 련 문헌들에서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순환 근무 자체로 직무 

스트 스 원인(Harada et al. 2005)임과 동시에 근로

자의 피로(Bunn 2005; Sabbagh-Ehrlich 2005; Hirose 
2005; Stutts 2003), 수면 장애(김은주 2007; 김윤규 

외 2002; Nishitani et al. 2007; Godin et al. 2005)  

기타 건강 문제들(하미나․노상철․박정선 2003; 심
운택 외 1991; Inoue et al. 2003; Ostry et al. 2006; 
Ha et al. 2005; Di et al. 2003)과 연 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호텔 조리사들의 순환 근무에 

따른 피로와 수면 장애  직무 만족과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과 이들 변수와의 계에 

한 연구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특 호텔 조리사는 객실 고객에 24시간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순환 근무

를 해야만 한다. 순환 근무를 하게 되면 일정하지 

않은 근무 시간으로 인해 개인 생활의 계획성이 

무시되어지고, 생체 기능의 리듬이 맞지 않아 심

신에 향을 은 물론 직업 활동 자체에도 향

을 주게 된다. 더욱이 순환 근무는 근무 형태가 

자주 바 게 되고, 인수인계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비되며 달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늦은 밤 인수인계는 늦은 시간에 이

루어질 수밖에 없어 출․퇴근시 교통 수단 이용

의 어려움과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

는 소지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특 호텔 조리사들의 순환 근무와 최

근 늘어나는 오  주방 시스템에 따른 직무 만족

도와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과 이들 변수

간의 상호 계를 조사하여 순환 근무 형태의 변

화에 한 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Ⅱ. 이론  배경

1. 순환 근무

인간의 생리 ․심리  기능은 매일의 활동 양

상과 련이 있으나, 주로 24시간 주기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순환 근무는 개인의 상호작용을 방

해하게 되고 안정감과 건강에 향을 미친다(Moog 
1987).

Compressed work week란, 일할 때 8～10시간 

동안 일하고 신 일주일에 일하는 일수를 이

는 것으로써, 계속 인 근무가 필요한 경우는 2
개 내지 3개의 교  근무조로 운 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재래의 주 5일 8시간/일 근무제와 교

 근무제를 비교해 볼 때 교  근무제의 장 으

로는 첫째, 연속 인 휴일이 가능하고 이용 가능

한 휴식 시간이 증가하여, 특히 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많이 선호되고 있다. 둘
째, 인계시간  이에 따르는 경비를 약할 수 

있다. 반면 단 으로는 집 을 요하는 근무 시 피

로가 가 되어 건강과 안 상의 문제가 증가하게 

되고 자녀 양육  일상 인 가정생활을 계획하

기 힘들며 시간외 수당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부

작용도 상된다(Michael & Donald 1986).
Kathlean(1991)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을 상으로 하여 교  근무제 시행 6개월 후 설

문지를 통하여 장․단 을 조사하 다. 그 결과, 
가장 호의 인 반응을 보인 부분은 지속 인 

심의 증 , 생산성의 증가, 결근율의 감소, 비용

감의 효과, 상호 력 증진 등이 장 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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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근무조간의 의사 소통의 증 , 휴식시간

의 질 인 증가 으며, 가장 비호의 인 반응을 

보인 부분은 더 늘어난 노동 시간으로 인한 건강

의 문제 이었다. 
이와 같이 부분의 순환 근무자들은 피로, 수면 

장애, 장 장애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향

이 많고(고부월 1982; Schuster & Ashburw 1980), 
특히 밤 근무는 정상 인 수면 양상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  변화를 래하게 되므로 수면 부족 

상이 되고, 이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

며 장 의 장애와 함께 기존의 건강 문제를 악

화시키게 된다(김윤규 외 2002; 변 순 2005; 김
은주 2007). 따라서 24시간 근무가 꼭 필요한 경

우 단 들을 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

는 에서 특 호텔 조리사들의 순환 근무는 직

무 만족과 스트 스에 미치는 주요 향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2. 오  주방 시스템

오  주방 시스템이란 말 그 로 모든 것이 오

되어 있는 주방 시설을 말한다. 오  주방 시스

템에서는 “조리하는 소리와 조리하는 조리사의 모

습 자체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고객과의 커뮤니 이션이 자연스럽게 이 질 수 있

다는 장 ”이 부각되어 많은 외식업체들이 기존의 

주방 시스템을 오 화하고 있다(김은주 2007).
오  주방의 장 은 고객이 재료의 처리 과

정에서부터 모든 조리 과정을 직  으로 확인

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조리사도 

자신의 모든 행동과 동선이 고객들에게 그 로 

노출되므로 생에 만 을 기하려 노력함에 따라 

생 수 이 한층 업그 이드된다는 장 이 있

다. 그러나 오  주방은 기 설비비가 일반 주방

에 비해 10～15%가 비싼 편이며 공개된 공간인 

만큼 생 설비와 연기나 냄새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닥트의 설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김기 ․

유정  1994).

오  주방 시스템은 고객들과의 친근감을 형

성시켜 편안한 분 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주방 

내부는 스토 , 그릴, 베이커리 등 각각의 섹션별

로 구분함으로써 작업 효과를 극 화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각 구역별로 분업화된 시스템

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분리된 주방

설계는 불필요한 동선을 최소화하고 주방 안쪽에

서 처리, 잔반 처리, 세척만을 담당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작업 장면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한, 입고되는 식재료와 소스 

 드 싱류를 장하는 냉장․냉동고 한 뒤편

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에서 특징을 갖는다. 따
라서 이러한 오  주방 시스템은 조리사들이 직

무 만족과 스트 스에 향을 주는 주요 향요

인임을 알 수 있다.

3. 직무 만족도

직무 만족도란 자신이 재 종사하고 있는 직

업의 여러 상황에 해 정 인 생각을 갖는 것

으로, 개인의 욕구나 동기 등과 같은 심리  요인

과 직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향을 받게 된다(신유

근 1985). 주방의 질 향상과 독자성의 구 도 조

리사들이 직무에 만족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지

고 소극 , 피동 인 면에서 탈피하여 창의 인 

문성을 살릴 때 이루어진다.
Price & Mueller(1981)는 직업 만족  이직과

의 계를 연구하여 연령․근무 경력과 무 하게 

부분의 조리사는 일의 다양성이 클수록, 직업

과 련된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일에 한 

의사 소통을 많이 할수록, 발 의 기회가 클수록 

직업에 한 만족도가 증가했으며, 직업 만족이 

높을수록 직장에 머물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했다

고 보고했다.
따라서 불규칙한 순환 근무와 자신의 직무 행

동 일체를 노출시켜 보여주는 오  주방 시스템

은 직무 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이는 이직  결

근과 높은 상 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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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 스트 스 요인

직무 스트 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요인 한 산업 분야와 연구의 목

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직무 스트 스 요인은 

크게 물리  환경 요인, 조직  요인, 집단  요

인, 개인  요인으로 구분된다.
첫째, 물리  환경 요인은 외부 환경 요인과 내

부 환경 요인으로 구분된다. 즉 외부 환경 요인은 

다시 경제 , 정치 , 사회 , 기술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부 환경 요인은 작업장의 

생환경  안 성 기업의 내부 경  정책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물리  외부 환경 요인으로서 경제  요인은 경

제 상태와 경기 동향이 개인들의 실질 인 가계

소득  실업에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스트

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치 , 사회  요인

으로는 정부의 입법 활동  정책 방향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의 경  활동에 향을 주게 되어 기

업의 리자에게 스트 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외 기술  요인으로는 기

술의 발 으로 인한 자동차  신속화 등으로 인

해 인간은 심리  불안과 스트 스를 얻을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다(신철우 1998).
물리  외부 환경 요인으로서 내부 환경 요인의 

경우 작업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 사

고  험한 작업 장 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트 스 요인을 의미한다. 한, 기업 내부

의 경  환경 변화가 스트 스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Ivancevich & Matteson & Richards(1985)
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합병인수가 구성원의 

직업에 한 안정성, 경  정책, 리 감독의 변

화 등에 심을 일으키게 되어 스트 스를 유발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  요인으로 모든 조직은 목표, 략, 

정책, 사람으로 구성되어지며, 이러한 요소에 의

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게 되고, 그에 따른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직무 스트 스의 

조직  요인은 과업의 요구, 정책과 차, 참여  

의사 결정, 조직 구조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먼 , 과업의 요구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직무 자체의 특성을 의미

한다(Beehr & Newman 1978). 이는 직무의 핵심

 특성으로 기능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요성, 자율성, 피드백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한 압박, 기
술 변화에 한 부 응, 작업의 곤란성 등의 이유

로 인해 직무 스트 스와의 계를 지니게 된다

(신철우 1998). 두 번째로 정책과 차는 명확하

고 객 이지 못한 성과 평가 차나 보상 시스

템으로 인해 직무에 한 동기 부여가 약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이는 직무 스트 스의 요인으로 

발 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참여  의사 결

정은 조직  기업의 경 에서 개인의 아이디어

와 의견 등이 반 될 수 있는가에 한 것으로 자

신의 의견이 조직에서 수용되지 못할 때 스트

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 조

직 구조는 조직 구조의 형태에 따라 직무 스트

스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료제 인 조직 구조, 그 지 않은 조직 구조에

서 매 담당자의 직무에 한 만족도와 직무 스

트 스, 조직의 성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의

미한다.
셋째, 집단  요인으로 집단  요인이란 조직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속성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요인으로는 집단

응집력의 부족, 력  지원의 결여,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집단 갈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  집단 응집력의 부족이란 집단 목표 달성을 

해 집단 구성원간의 응집 활동의 기회가 제한되

거나 응집력이 약할 시 이를 향상시켜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직무 스트 스 요인

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력  지원(cooperative 
support)의 결여는 집단 사이 는 집단 내에서 

조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 정서 , 자
존 (self-esteem)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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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력  지원이 결여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하는 직무 스트 스를 의

미한다. 세 번째로 역할 갈등(role conflict)은 한 

개인에게 두 가지 이상의 직무 는 그 외 인 기

가 동시에 주어짐으로써 그 역할에 해 원활

히 반응하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되는 직무 스트

스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상 자가 부 한 

일을 요구할 때와 조직 내 역할이 외부 역할과 상

충될 때, 하 자가 동시에 두 상 자의 일을 맡은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다(Katz & Kahn 1978). 네 

번째로 역할 모호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역할 모호성은 조직이 무 복잡하거

나 조직이 속히 성장 는 변화할 때 빈번한 기

술의 변화와 인사 이동, 강제 인 응의 요구 등

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조직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련된 정보의 결핍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로 인해 자신에 

한 직무 수행 방법과 직무 성과의 기 를 알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직무 스트 스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갈등으로 이는 개인의 욕

구, 가치, 목표 등이 스스로 는 타인에 의해 마

찰이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자신 스스로의 계획

과 행동에 한 불일치와 타인과의 의견 갈등 등

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양
태석 외 2008). 

넷째, 개인  요인으로 직무 스트 스의 개인  

요인으로는 개인의 직무에서 유발되는 요인과 개

인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요인으로 구분된다. 이러

한 개인  요인은 개인의 결혼 생활, 직장 생활, 
경제 생활 등에서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직에 

속한 개인이 하는 직무로 인해 자신의 사생활 인 

면이 침해되어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의미하거

나, 는 업무 과 으로 인해 정신 , 육체 으로 

피해를 입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다(Weiman 1977).
이상의 요인들이 직무상 나타나는 스트 스 요

인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되어 련 직무 불만

족으로 연계될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분석의 틀

1) 연구 모형

연구 모형은 상에 련된 개념들 사이의 가

정된 명제를 체계 으로 도식화하여 기존 연구들

의 흐름을 악하고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체계 인 과학  연구 는 

설명을 한 분석 도구로서 매우 필요한 연구과

정이다(이지동 1993).
이러한 분석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의 순환 근

무와 오  주방 시스템이 업무 스트 스와 직무 

만족에 미친다는 가정된 명제를 도식화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2) 가설의 설정

Sabbagh-Ehrlich et al.(2005)은 순환 근무에 따

른 피로와 불규칙한 수면 장애는 식욕 부진과 

장 장애로 이어져 이는 업무시 스트 스로 이어

짐을 강조하 다. 한, Harada et al.(2005)은 교

 근무  특히 야간 순환 근무에 따른 피로 

으로 업무때마다 강한 심리  스트 스로 연계

됨을 주장하 듯이 특 호텔 조리사들의 순환 근

무의 은 결국 업무 스트 스  직무 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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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조리사의 순환 근무는 업무 스트 스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1: 조리사의 순환 근무는 외  스트 스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조리사의 순환 근무는 내  스트 스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3: 조리사의 순환 근무는 자기불안감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4: 조리사의 순환 근무는 자아존 감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 조리사의 순환 근무는 직무 만족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1: 조리사의 순환 근무는 업무 만족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2: 조리사의 순환 근무는 인 계 만족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3: 조리사의 순환 근무는 인사 승진 만족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4: 조리사의 순환 근무는 복리 후생 만족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5: 조리사의 순환 근무는 임  만족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김기 ․유정 (1994)은 조리실 환경이 오  주

방으로의 환 시 조리사의 모든 행동이 그 로 

노출돼 그만큼 생  리를 한 신경과 정리정

돈으로 많이 노출된 환경만큼 업무 이외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이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직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 다. 이 같은 결과는 김은

주(2007)에서도 입증되었는데, 오  주방 시스템을 
강조할수록 종사자의 조기 안정과 직무 응률에

서 다소 지체와 낮은 직무 만족도로 이어짐을 강

조하 다. 이와 같이 특 호텔 조리사들의 오  주

방 시스템 도입의 확산에 따라 이는 업무 스트

스와 직무 만족에 향을 미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H3: 조리사의 오  주방 시스템은 업무 스트

스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1: 조리사의 오  주방 시스템은 외  스트

스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2: 조리사의 오  주방 시스템은 내  스트

스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3: 조리사의 오  주방 시스템은 자기불

안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4: 조리사의 오  주방 시스템은 자아존

감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 조리사의 오  주방 시스템은 직무 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1: 조리사의 오  주방 시스템은 업무 만

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2: 조리사의 오  주방 시스템은 인 계 

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3: 조리사의 오  주방 시스템은 인사 승진 

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4: 조리사의 오  주방 시스템은 복리 후생 

만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H4-5: 조리사의 오  주방 시스템은 임  만

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 시기와 상

본 조사는 순환 근무와 오  주방 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 호텔 조리사들의 오  주방 

시스템과 순환 근무가 직무 만족과 직무 스트

스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악하기 한 것

이다. 본 조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조사 상

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임의표본추출법으로서 

재 서울 지역에 치한 특 호텔 조리사를 

상으로 하 다. 상 호텔은 롯데호텔 잠실, 리츠

칼튼호텔, 크하얏트호텔, JW메리어트 호텔, 워
커힐호텔, W호텔이며, 조사 주방은 메인 주방, 커
피 , 베이커리, 일식당, 식당, 양식당, 연회 주

방, 한식당 등이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08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10일에 걸쳐 실시하 으며, 설문지

는 연구자 본인의 조사 목 과 설문지 개요를 설



순환 근무와 오  주방 시스템이 직무 만족과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 345

명한 다음 총 300부를 조사자들에게 직  배포하

여, 291부를 회수, 불성실한 응답치를 제외한 287
부를 총 분석에 사용하 다. 

3. 설문지 구성  분석 방법

1) 조사 도구

본 연구의 목 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하

여 실증  조사의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크게 4
개 부분으로 구성하 다.

제Ⅰ부는 주방 조리사들의 순환 근무에 한 

인지 정도를 악하기 해 Akerstedt(1990)의 연

구를 바탕으로 10문항과 오  주방 시스템 주방 

환경 요소에 한 지각 정도를 살펴보기 해 김기

․유정 (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25문항, 제Ⅱ
부는 오  주방 시스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

무 만족 정도에 한 사항으로 Slavitt et al.(1978)을 
바탕으로 15문항, 제Ⅲ부는 직무 스트 스에 한 
사항 임상 ․윤간우(2005)의 자료를 바탕으로 25
문항, 마지막으로 제Ⅳ부는 조사 상자의 인구

통계  특성과 근무 련 특성을 악하기 한 

것으로서 8문항으로 구성하 다.
설문 문항은 제Ⅳ부의 경우 명목척도로 이루어

져 있으며, 제Ⅰ부, 제Ⅱ부, 제Ⅲ부는 Likert 5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  그 지 않다’의 경우

에는 ① 을, ‘보통이다’의 경우에는 ③ 을, ‘매우 

그 다’의 경우에는 ⑤ 을 배 하 다. 구체

인 변수별 설문항목은 다음과 같다.

2) 자료 처리 방법

자료 처리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표 1> 변수별 설문 내용  문항수

설문 내용 문항수

순환 근무와 오  주방 시스템 직무 환경 35

오  주방 시스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무 만족 15

오  주방 시스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스트 스 25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
인구통계  특성

 8
근무 련 특성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쳐 SPSS 12.0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측정도구에 한 타당

성  신뢰도 검증을 해 요인 분석과 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셋째, 순환 근무와 오  주방 시

스템이 직무 만족과 업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분석 결과

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해 알아

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

과 성별은 남자 215명(74.9%), 여자 72명(25.1%)으
로 나타났고, 연령은 20～24세 52명(18.1%), 25～
29세 92명(32.1%), 30～34세 72명(25.1%), 35～39
세 36명(12.5%), 40～44세 23명(8.0%), 45세 이상 

12명(4.2%)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28명(9.8%), 문 졸(재학) 177명

(61.7%), 4년제졸(재학) 61명(21.3%), 학원 이

상 21명(7.3%)으로 나타났고, 근무 부서는 양식당 
61명(21.3%), 메인 주방 51명(17.8%), 커피  40명
(13.9%), 베이커리 30명(10.5%), 연회 주방 27명(9.4%), 
일식당 25명(8.7%), 한식당 16명(5.6%), 식당 12
명(4.2%) 순으로 나타났다.

근속 년수는 1년 미만 54명(18.8%), 1～3년 68
명(23.75), 4～6년 53명(18.5%), 7～9년 38명(13.2%), 
10～12년 26명(9.1%), 13～15년 22명(7.7%), 16년 

이상 26명(9.1%)으로 나타났고, 직 은 아르바이트 

41명(14.35), Cook Helper 56명(19.5%), 4rd cook 
46명(16.0%), 2nd cook 59명(20.6%), 1st cook 34
명(11.8%), 계장～ 리  38명(13.2%), 과장  이

상 13명(4.5%)으로 나타났다.

2. 측정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

1) 순환 근무제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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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15 74.9

여자 72 25.1

연령

20～24세 52 18.1

25～29세 92 32.1

30～34세 72 25.1

35～39세 36 12.5

40～44세 23 8.0

45세 이상 12 4.2

학력

고졸 28 9.8

문 졸(재학) 177 61.7

4년 졸(재학) 61 21.3

학원 이상 21 7.3

근무

부서

메인 주방 51 17.8

커피 40 13.9

베이커리 30 10.5

일식당 25 8.7

식당 12 4.2

양식당 61 21.3

연회 주방 27 9.4

한식당 16 5.6

기타 25 8.7

근속 

년수

1년 미만 54 18.8

1～3년 68 23.7

4～6년 53 18.5

7～9년 38 13.2

10～12년 26 9.1

13～15년 22 7.7

16년 이상 26 9.1

직

아르바이트 41 14.3

Cook Helper 56 19.5

3rd cook 46 16.0

2nd cook 59 20.6

1st cook 34 11.8

계장- 리 38 13.2

과장  이상 13 4.5

합계 287 100.0

〈표 3〉은 순환 근무제에 한 10개의 문항에 

하여 타당성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  Bartlett의 단 행렬 검 결과 χ2=1249.055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

한 상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 합도 

검결과 KMO 값이 0.863으로 나타났으며, 공통

성 등을 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 분

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 분석

을 실시하 다. 이 1개의 요인 재 값이 ±0.4 이
상으로 나타나 순환 근무제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0.6 이
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오  주방 시스템에 한 타당성  신뢰

도 검증

〈표 4〉는 오  주방 시스템에 한 25개의 문

항에 하여 타당성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먼  Bartlett의 단 행렬 검 결과 χ2= 
2607.617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

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

합도 검결과 KMO 값이 0.921으로 나타났으

며, 공통성 등을 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 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

인 분석을 실시하 다. 이 1개의 요인 재 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나 오  주방 시스템을 설명

하는 요인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

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
뢰도 한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직무 만족에 한 요인 분석 결과

〈표 5〉는 직무 만족에 한 15개의 문항에 

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  Bartlett
의 단 행렬 검 결과 χ2=2468.382(Sig.=0.000)
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계

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 합도 검결과 K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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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순환 근무제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구분
성분

순환 근무제

 5. 내가 사람들에게  무감각해지고 있는 느낌이 더 많이 든다.
 3. 아침에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괴롭다.
 4. 일에 해서 좌 감을 더 많이 느낀다.
 2. 퇴근할 무렵이 되면 기진맥진한 느낌이 더 많이 든다.
 1. 순환 근무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느낌이 더 많이 든다.
 6. 고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심이 없어졌다.
 9. 나는 보다 더 이 일을 통해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이루었다.
10. 나는 보다 더 내 일과 련된 정서  문제를 침착하게 다룬다.
 8.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향을 미치고 있다.
 7. 나는 보다 더 고객의 문제를 효과 으로 다루고 있다.

.786

.756

.740

.728

.726

.697

.639

.578

.574

.567

고유값 4.673

분산% 46.730

신뢰도 .873

KMO=0.863, Bartlett's test 결과 χ2=1249.055(df=45, Sig.=0.000)

<표 4> 오  주방 시스템에 한 타당성  신뢰도 검증

문항
성분

오  주방 시스템

13. 나의 업무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때때로 갖는다.
12. 나는 업무의 성과를 통해 인생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11. 나는 재의 내 업무를 통해 참된 즐거움을 찾는다.
10. 나는 지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기를 바란다.
 7. 나는 재의 업무에 해 많은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9. 나는 재 업무에 자신감이 있다.
 5. 나의 업무를 통하여 지 인 자극과 만족을 얻는다.
25. 업무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체계화되어 있다.
 4. 재의 직업이 평생 직업으로 당하다고 생각한다.
 8. 나의 부분의 심사는 나의 업무와 연 된 것들이다.
20. 나는 재의 업무를 통해 직업안정과 경력 발 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능력 발휘를 하여 극 인 행동을 한다.
 6. 돈이 충분히 있어도 재의 직업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23. 나의 업무는 의심한 여지없이 요하다.
21. 나는 어떠한 직무가 주어지더라도 성실히 수행하리라 생각한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  주방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2. 오  주방 시스템이 직무 수행에 더 합하다고 생각한다.
24. 재 내게 맡겨진 업무에 만족한다.
15. 나는 회사의 정책을 반 으로 신뢰한다.
17. 나는 회사의 목표 달성을 한 기여도가 크다.
18. 나는 우리 호텔 조리사의 업무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14. 지시 사항이 일치하여 업무에 혼돈이 없다.

.754

.737

.733

.722

.666

.649

.634

.631

.620

.616

.609

.606

.587

.584

.565

.544

.531

.526

.507

.504

.502

.462

고유값 8.172

분산% 37.146

신뢰도 .918

KMO=0.921, Bartlett's test 결과 χ2=2607.617(df=231, Sig.=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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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직무 만족에 한 요인 분석 결과

구분

성분

복리

후생

인

계
임

인사

승진
업무

10. 복리 후생(휴가, 각종 지원 제도) 수 에 해 만족한다. .812 .103 .146 .239 .176

11. 타 직장과 비교하여 복리 후생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801 .091 .267 .225 .209

12. 반 인 근로 환경이 좋다고 생각한다. .754 .244 .323 .113 .127

 5. 동료와의 조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 .182 .836 .079 .161 .214

 4. 직장 분 기가 좋다고 생각한다. .015 .760 .296 .197 .275

 6. 상사는 건의나 불만을 성의 있게 받아 다. .217 .728 .275 .296 －.032

15. 타 직장과 비교하여 월 이 높다고 생각한다. .249 .207 .788 .219 .022

14. 월 여가 노력에 비례하여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337 .270 .735 .216 .091

13. 기본 , 수당, 보 스의 결정 방법에 만족한다. .473 .157 .643 .215 .164

 9. 타 직장에 비교하여 승진이 빠르다고 생각한다. .204 .193 .209 .829 .092

 8. 일하는 만큼의 성과를 합리 으로 평가받고 있다. .340 .309 .323 .636 .160

 7. 승진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 .241 .478 .211 .633 .129

 1. 업무에 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168 .042 .121 .031 .843

 3. 업무가 경력과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259 .273 －.063 .141 .771

 2. 업무의 양은 당하다. .025 .195 .517 .170 .582

고유값 2.659 2.501 2.418 1.957 1.944

분산% 17.727 16.672 16.120 13.046 12.958

신뢰도 .864 .830 .859 .835 .727

KMO=0.915, Bartlett's test 결과 χ2=2468.382(df=105, Sig.=0.000)

값이 0.915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검한 결

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 분석 가정을 만족시

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이 

5개의 요인 재 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나 직

무 만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합한 것으로 나

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

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업무 스트 스에 한 요인 분석 결과

〈표 6〉은 업무 스트 스에 한 25개의 문항

에 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먼  

Bartlett의 단 행렬 검 결과 χ2=3549.568(Sig.= 
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

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 합도 검결

과 KMO 값이 0.900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

을 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 분석 가

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 분석을 실

시하 다. 이 4개의 요인 재 값이 ±0.4 이상으

로 나타나 업무 스트 스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합한 것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한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 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3. 가설의 검증

1) 가설 1의 검증

〈표 7〉은 순환 근무제가 업무 스트 스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먼  외  스트 스에 있

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3%이고, 회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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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업무 스트 스에 한 요인 분석 결과

구분

성분

외

스트 스

자아

존 감

내

스트 스

자기

불안감

12. 특별한 이유 없이 문언가 두렵고 당황해진다. .768 .018 .151 .188

13. 평상시 일들이 부담으로 느껴진다. .737 －.068 .270 .291

 8. 근심 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기가 어렵다. .727 －.001 .228 .189

11. 안 부  못하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게 된다. .712 －.193 .263 .219

10.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된다. .671 －.063 .316 .272

 9.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느낀다. .644 .258 －.041 .244

14. 조함과 긴장감을 느낀다. .597 .240 .259 .306

 7. 몸이 화끈거리거나 한기가 든다. .469 －.214 .336 .369

19. 어떤 일에 해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126 .754 －.095 .024

18.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001 .747 －.101 .037

16. 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061 .747 －.051 －.094

20. 일상 생활을 항상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느낀다. －.166 .725 .064 .005

17. 자신이 한 일의 방법이나 차에 만족한다. .117 .711 －.014 －.148

15. 스스로 바쁘게 일에 집 하며 살아가고 있다. .324 .577 －.188 .178

 1.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325 .496 .008 －.010

25. 스트 스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46 .439 .225 －.140

23. 삶을 살아 갈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291 －.039 .815 .071

22.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279 －.116 .810 .076

21.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023 .029 .758 .298

24. 긴장이 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302 －.021 .733 .138

 2. 기력이 떨어지고 피로를 느낀다. .179 .073 .002 .773

 3. 피로회복제를 먹고 싶다고 느낀다. .198 .058 .199 .739

 6.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함을 느낀다. .318 －.126 .046 .685

 5. 두통을 느낀다. .345 －.077 .236 .684

 4. 병에 걸렸다고 느낀다. .303 －.179 .295 .555

고유값 4.580 3.782 3.229 3.159

분산% 18.321 15.126 12.916 12.636

신뢰도 .895 .803 .857 .826

KMO=0.900, Bartlett's test 결과 χ2=3549.568(df=300, Sig.=0.000)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0.928, 
p<0.01). 독립변수로서 순환 근무제는 외  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순환 근무제 실

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아지면 외  스트

스는 0.35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스트 스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13.4%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F=45.342, p<0.01). 독립변수로서 

순환 근무제가 내  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

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01), 순환 근무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
아지면 내  스트 스는 0.37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리학회지 제 14권 제 4호(2008)350

<표 7> 순환 근무제가 업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F Adj. R2

B 표 오차 베타

외

스트 스

(상수) 4.301 .230   18.676 .000
40.928** .123

순환 근무제 －.452 .071 －.354 －6.398** .000

내

스트 스

(상수) 4.350 .257   16.910 .000
45.342** .134

순환 근무제 －.531 .079 －.370 －6.734** .000

자기

불안감

(상수) 4.353 .224   19.434 .000
43.695** .130

순환 근무제 －.454 .069 －.365 －6.610** .000

자아

존 감

(상수) 2.764 .177   15.624 .000
13.561** .042

순환 근무제 .200 .054 .213   3.683** .000

** p<0.01.

자기불안감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3.0%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3.695, p<0.01). 독립변수로서 순

환 근무제가 자기불안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순환 근무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아지면 

자기불안감은 0.36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2%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F=13.561, p<0.01). 독립변수로서 순환 

근무제가 자아존 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순
환 근무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아지면 

자아존 감은 0.21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 으로 볼 때 순환 근무제의 실시

는 내․외  스트 스나 자기불안감을 감소시키

는데 효과 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아존 감 

향상에 효과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가설 2의 검증

〈표 8〉은 순환 근무제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먼  업무 만족에 있어서는 회

귀모형의 설명력은 14.1%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47.830, p<0.01). 
독립변수로서 순환 근무제는 업무 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p<0.01), 순환 근무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아지면 업무 만족은 0.37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계 만족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13.5%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F=45.819, p<0.01). 독립변수로서 
순환 근무제는 인 계 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0.01), 순환 근무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아지면 인 계 만족은 0.372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인사 승진 만족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10.0%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F=32.954, p<0.01). 독립변수로

서 순환 근무제는 인사 승진 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p<0.05), 순환 근무제 실시를 통한 정  태

도가 높아지면 인사 승진 만족은 0.32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 후생 만족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12.4%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F=41.463, p<0.01). 독립변수로

서 순환 근무제는 복리 후생 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p<0.01), 순환 근무제 실시를 통한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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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순환 근무제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F Adj. R2

B 표 오차 베타

업무
(상수) 1.899 .210  9.043 .000

47.830** .141
순환 근무제 .445 .064 .379 6.916** .000

인 계
(상수) 1.594 .236  6.744 .000

45.819** .135
순환 근무제 .491 .072 .372 6.769** .000

인사 승진
(상수) 1.467 .247  5.933 .000

32.954** .100
순환 근무제 .435 .076 .322 5.741** .000

복리 후생
(상수) 1.270 .251  5.059 .000

41.463** .124
순환 근무제 .496 .077 .356 6.439** .000

임
(상수) .951 .254  3.742 .000

46.608** .138
순환 근무제 .532 .078 .375 6.827** .000

** p<0.01.

도가 높아지면 복리 후생 만족은 0.35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만족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3.8%

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F=46.608, p<0.01). 독립변수로서 순환 근

무제는 임  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순환 

근무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아지면 임

 만족은 0.37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 으로 볼 때 순환 근무제의 실시

를 통한 업무에 한 직무 몰입은 종사자의 직무 

만족 향상에 효과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오  주방 시스템이 업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F Adj. R2

B 표 오차 베타

외

스트 스

(상수) 3.379 .312  10.818 .000
  2.862 .007

오  주방 시스템 －.151 .089 －.100 －1.692 .092

내

스트 스

(상수) 3.810 .346  11.001 .000
 11.399** .035

오  주방 시스템 －.334 .099 －.197 －3.376** .001

자기

불안감

(상수) 3.583 .303  11.810 .000
  5.199* .015

오  주방 시스템 －.197 .087 －.134 －2.280* .023

자아

존 감

(상수) 1.031 .180    5.737 .000
179.558** .386

오  주방 시스템 .688 .051 .623  13.400** .000

* p<0.05, ** p<0.01.

3) 가설 3의 검증

〈표 9〉는 오  주방 시스템이 업무 스트 스

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먼  외  스트

스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7%이고, 회
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

다(F=2.862, p>0.05). 즉, 독립변수로서 오  주방 

시스템은 외  스트 스에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스트 스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3.5%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F=11.399, p<0.01). 독립변수별로



한국조리학회지 제 14권 제 4호(2008)352

는 오  주방 시스템이 내  스트 스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p<0.01), 오  주방 시스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아지면 내  스트 스는 0.197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불안감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5%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F=5.199, p<0.05). 독립변수별로는 오  

주방 시스템은 자기불안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오  주방 시스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

아지면 자기불안감은 0.134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존 감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8.6%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179.558, p<0.01). 독립변수별로는 

오  주방 시스템이 자아존 감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오  주방 시스템 실시를 통한 직무 몰

입이 높아지면 자아존 감도 0.623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 으로 볼 때 순환 근무제의 실시

는 내  스트 스나 자기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오  주방 

<표 10> 오  주방 시스템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F Adj. R2

B 표 오차 베타

업무
(상수) 1.021 .254  4.024 .000

84.479** .227
오  주방 시스템 .665 .072 .479 9.191** .000

인 계
(상수) 1.879 .316  5.956 .000

16.922** .053
오  주방 시스템 .370 .090 .238 4.114** .000

인사 승진
(상수) 1.654 .324  5.100 .000

14.173** .044
오  주방 시스템 .349 .093 .218 3.765** .000

복리 후생
(상수) .754 .318  2.370 .018

44.685** .133
오  주방 시스템 .607 .091 .369 6.685** .000

임
(상수) 1.200 .339  3.545 .000

18.765** .059
오  주방 시스템 .419 .097 .249 4.332** .000

** p<0.01.

시스템을 통한 업무는 자아존 감 향상에 효과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설 4의 검증

〈표 10〉은 오  주방 시스템이 직무 만족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먼  업무 만족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2.7%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84.479, p<0.01). 
독립변수로서 오  주방 시스템은 업무 만족에 통

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p<0.01), 오  주방 시스템 실시를 통한 

직무 몰입이 높아지면 업무 만족은 0.47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계 만족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5.3%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F=16.922, p<0.01). 독립변수로

서 오  주방 시스템은 인 계 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p<0.05), 오  주방 시스템 실시를 통한 직

무 몰입이 높아지면 인 계 만족은 0.238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승진 만족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4.4%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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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었다(F=14.173, p<0.01). 독립변수로서 

오  주방 시스템은 인사 승진 만족에 통계 으

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p<0.05), 오  주방 시스템 실시를 통한 직

무 몰입이 높아지면 인사 승진 만족은 0.218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 후생 만족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

력은 13.3%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F=44.685, p<0.01). 독립변수로

서 오  주방 시스템은 복리 후생 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p<0.01), 오  주방 시스템 실시를 통한 

직무 몰입이 높아지면 복리 후생 만족은 0.369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만족에 있어서는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9%
이고,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F=18.765, p<0.01). 독립변수로서 오  주

방 시스템은 임  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오  주방 시스템 실시를 통한 직무 몰입이 높아

지면 임  만족은 0.24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반 으로 볼 때 오  주방 시스템을 

통한 업무에 한 직무 몰입은 종사자의 직무 만

족 향상에 효과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특 호텔 조리사들의 순환 근무와 

오  주방 시스템에 따른 몰입이 직무 만족도와 

직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과 이들 변수간의 

상호 계를 조사하여 순환 근무 형태의 변화에 

한 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 근무제가 업무 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환 근무제가 외  스트 스, 내  스트

스, 자기불안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순환 

근무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아지면 외

 스트 스는 0.35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  스트 스는 0.37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자기불안감은 0.36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자아존 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순환 근무제 실시를 통한 직무 몰입이 높아지면 

자아존 감도 0.21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Harada et al(2005)와 김윤규 외

(2002)의 연구를 뒷받침해  것으로 이는 결국 

순환 근무의 불규칙한 근무가 내외  스트 스로 

이어져 낮은 직무 몰입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순환 근무제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향

을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  업무 만족, 인 계 만족, 인사 승진 만족, 
복리 후생 만족, 임  만족에 해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역별로는 순환 근무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아지면 업무 만족은 0.379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인 계 만족은 0.372, 인사 

승진 만족은 0.322, 복리 후생 만족은 0.356, 임  

만족은 0.37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순환 근무 자체가 모두 부정 인 것만이 

아닌 각 근무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 문제의 박정

선 외(2003)와 Ostry et al.(2006)의 수면 장애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 자신의 성과 체질에 부합

한 정 근무 배치를 잘 활용할수록 만족도를 높

일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해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오  주방 시스템이 업무 스트 스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오  주방 시스템은 내  스트 스, 자
기불안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오  주방 

시스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아지면 내

 스트 스는 0.19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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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불안감은 0.13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아존 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오  

주방 시스템 실시를 통한 직무 몰입이 높아지면 

자아존 감도 0.62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오  주방 시스템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  업무 만족, 인 계 만족, 인사 승진 

만족, 복리 후생 만족, 임  만족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역별로는 오  주방 시스템 실시를 

통한 정  태도가 높아지면 업무 만족은 0.47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 계 만족은 

0.238, 인사 승진 만족은 0.218, 복리 후생 만족은 

0.369, 임  만족은 0.24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시사   제언

따라서 반 으로 볼 때 순환 근무제와 오  

주방 시스템의 실시는 내․외  스트 스나 자기

불안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으로 나타났고, 자
아존 감 향상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순환 근무제의 실시와 오  주방 시스템을 통

한 업무에 한 직무 몰입은 종사자의 직무 만족 

향상에 효과 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

과는 개인의 성과 신체  특질을 고려한 순환 

근무제와 오  주방 시스템을 강조한 박정선 외

(2003), Ostry et al.(2006)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앞으로 순환 근무제의 계

속 수행시 한 근무계획의 기   수면계획

의 설정 등에 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 종업

원이 효율 으로 일하기 편하게 설계된 오  주

방 시스템으로 인해 자칫 심리 인 부담과 함께 

스트 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환경  자극

을 최 화 함으로써 종업원의 직무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직무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

경  자극의 최 화와 육체  활동이나 상태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획일  

용보다는 특 호텔에서의 기술 , 경제 , 이
익만 고려하기 보다는 일상 생활의 리듬과 맞지 

않는 시간 의 근무자의 스트 스 억제와 오  

주방에 따른 심리  안정을 복리 후생 차원에서 

함께 고려된 시스템  근무제가 도입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소재 특 호

텔 조리사  극히 제한된 일부만을 조사 상으

로 하 기 때문에 국 으로 본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

해 본 연구에 반 하지 못한 다양한 변인의 사용

과 국  표본을 통해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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