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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s to test the research model that proposes the relationship among environmental fit,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by hotel chefs' personality types. The sample for the study is 300 chefs 

extracted from eight five-star hotels in Seoul metropolitan area.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are 

distributed and 287 usable questionnaires are collected and used for the analyses. To test the hypotheses, 

MANOVA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besides such basic analyses as frequency, descriptive, 

exploratory factor, reliability and cluster analysi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environmental fit differs 

significantly by the hotel chefs' personality types and these personality types affect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hotel chefs' environmental fit influences their job satisfaction, 

which subsequently affects job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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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의 모든 기업은 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기업의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하여 인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활용한 

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응하고 도 하며 생존해 가고 

있다(Kim CS․An JY 2007). 이를 하여 호텔 경

자들은 종사원들에게 다양한 동기부여  이들

의 의욕과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분 기를 조

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종사원들의 직무

만족에도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호텔기업은 인 서비스의 의존도가 단

히 높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은 정당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고가 보편 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설명해 주

어야 하고 소비경험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

다. 아울러 서비스 인카운트에 한 소비자 평가

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 특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서비스 경 자들은 서비스 제공

자의 태도와 행동의 수 을 제고시키기 한 노

력을 지속 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서비

스 제공자의 태도와 행동은 고객의 서비스 품질

평가에 향을 미치므로, 서비스 기업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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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무성과를 어떻

게 이룰 수 있는 가는 요한 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서비스업종에서는 직무만족이 높은 성격유형

은 낮은 사람에 비해 근무태도, 결근, 불평불만, 

이직과 승진, 회사정책, 여수 , 동료, 상사 계

에 정 이며, 고객서비스 수행  조직을 표

하여 고객만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Lim 

BS 2002). 한 조직이 구성원의 성격에 한 정

보를 가지면 이들의 자기개발과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도움을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구

성원들이 갖는 성격유형이 직무만족, 조직풍토, 

리더쉽, 결근율, 근무동기에도 향을 미친다고 

하 다(Kim CS․An JY 2007).

 심리학과 조직행동론에서 많은 학자들은 

인간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한 만족한 상태에 

이를 때 조직의 목표에 최 한의 심과 역량을 자

발 으로 기울이게 되며,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일에 해 정 으로 인식하게 되고 인간 계 

한 원활해져 생산성의 향상  조직의 효율성 측면

에서도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Kim C

S․An JY 2007), 최근에는 구성원의 역량이나 특

성이 조직운 과 성과에 더 큰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정 하에 개인단 의 특성연구가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경희 2003; Lim BS 2002).

조직의 내․외부 환경요인이 구성원에게 미치

는 향은 구성원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을 하며, 그 반응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직무

형태(직무만족, 직무성과 등)수 도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고, 구성원의 성격유형과 직무만족, 직

무성과와의 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 로 

인사 리에 반 한다면 조직의 성과와 효율성,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텔 종사원  최근 들어 고

객과의 인카운터가  요시 되어가고 있는 

호텔 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환경부합과 직무

만족, 직무성과와의 계 연구를 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첫째,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이 환

경부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환경부합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 다. 셋째, 성격유형에 따라 호텔조리

사의 환경부합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 마지막으로 직무만족이 직

무성과에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며, 그 결과

를 토 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Ⅱ. 이론  배경

1. 성격유형

성격이란 말은 원래 라틴어 Per와 Sonare에서 

나온 것이며, 고  그리스어로 배우들이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 후 Personae가 

탈이란 뜻에서부터 차차 변화되어 오늘날에는 사

람의 진실한 속성으로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인상

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으며(황문규 

1987),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독특한 

존재로 구분해 주는 여러 특성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Weinberg RS․Gould D 1995).

성격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로

서, Barric MR․Mount MK(1991)는 먼  규모 

문헌연구를 통해 성격이 성과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과는 다른 연구

결과를 도출하 다. 1952년-1988년까지 수행된 

성격특성 연구에서는 그동안 사용된 성격특성 측

정문항을 재분류하고 이를 5요인 모형(5-factor 

model)으로 환하 다. 5개 업종을 상으로 개

인특성의 각 요인이 세 개의 성과변수에 해 갖

는 측타당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신 성이 

세 개의 성과변수에 해 측타당성이 있는 것

으로 명되었다. 다른 4가지 특성(외향성, 개방

성 등)도 직업 는 성과변수에 따라 안정 인 

측타당성을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국내에서는 Yoo TY 등(1997)이 성격의 5요인

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성격의 5요인

과 신입사원 연수 장면에서의 수행 거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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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했다. 이 결과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요

인이 연수과정에서의 종합 수행 수와 통계 으

로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내었고, 호감성 요인

이 가장 은 수의 수행 거와 련되어 있었다.

Choi YH 등(2010)의 연구에서는 호텔 리자의 

성격 5요인(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

성)이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부하직원

의 조직몰입 역시 조직시민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DR․Kang JH(2007)의 연구에서는 감정

노동의 구성성분과 성격특성간의 계를 악하

기 한 상 계분석에서 정서  불안정성을 제

외한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등과 감정

달․조정노력  표 ․경험 감정부조화 간에 정

(+)의 상 계를 보여주었으며, 인과 계 악을 

한 다 회귀분석에서는 친화성, 성실성, 개방

성 등이 감정조 ․ 달노력에 정(+)의 향을, 

성실성이 표 ․감정부조화에 정(+)의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환경부합

부합의 사  의미는 사물이나 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을 의미한다. 개인-환경 일치이론은 기본

으로 두 가지의 존재(개인과 환경)가 상호작용

을 통해 서로에게 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본 인 

내용이다. 심리학 이론의 하나로서 개인-환경 일치

이론도 개인에 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의 

개인은 환경 안에서의 개인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

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Dawis RV 2002).

부분의 개인-환경 일치이론에 근거한 연구들

은 개인-조직 부합(Cable DM․Judge TA 1996; 

Vancouver JB․Schmitt NW 1991; Yoo TY․

Hyun HJ(2003), 개인-직무 부합(Beehr TA․

Bhagat RS 1985; Lauver KJ․Kristof-Brown A 

2001), 개인-상사 부합(윤 열 1998)등이 많이 연

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조직간 부합(Person-Organization fit, P-O 

fit)에 한 정의는 불명확하며 선행연구들에서도 

그 정의가 일치되지 않고 있지만(Rynes SL․

Gerhart B 1990), 부분의 연구자들은 개인-조직

간 부합을 개인과 조직간의 상응(compatibility)이

라고 정의한다. 즉 개인-조직간 부합은 조직의 성

격, 규범  가치 등과 개인의 그것과의 일치

(congruence)정도를 말한다. 개인과 조직이 부합

되는 경우는 개인과 조직이 서로 유사하거나 일

치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을 때(상호일치  부합)

와, 조직이 가지지 않은 특성을 개인이 가지고 있

어서 조직의 부족한 부분을 개인이 보완해  때

(상호보완  부합)로 나 어 볼 수 있다

(Muchinsky PM․Monahan CJ 1987). 

개인-직무간 부합(Person-Job fit, P-J fit)은 개

인과 특정 직무간의 일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개인의 능력과 직무요구 특성간의 부합 는 개

인의 요구와 직무특성간의 부합이라고 정의된다

(Edward JR 1991).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한 부합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

에 한 부합을 다르게 여기고 각각에 한 만족

도 한 다르게 평정하기 때문에(Yoo TY․Hyun 

HJ 2003), 개인-직무 부합은 개인-조직 부합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직무간 부합은 크게 수요(needs)-공

(supplies)의 과 요구(demands)-능력(abilities)

의 으로 구분된다(Edwards JR 1991). 수요-공

 부합의 은 직무가 개인의 욕구, 욕망 는 

선호를 충족시킬 때 개인과 직무가 부합한다고 

간주한다. 반면에 요구-능력의 은 개인이 직

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때 개인과 

직무가 부합한다고 본다. 

Bauer TN․Green SG(1996)은 상사와 부하의 

성격 유사성이 상호 좋은 계를 형성하는데 도

움을 다는 것을 밝혔고, Antonioni D․Park 

H(2001)의 연구에서는 성실성 차원에서 성격이 

유사한 사람들이 서로의 맥락수행을 높게 평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료나 

상사와의 성격유사성이 선발과 배치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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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윤 열(1997)은 개인과 상사, 즉 리더와 부하간

의 부합수 이 높은 들이 그 지 못한 들에 

비해 상 으로 부하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이 높다는 결과를 발견하

으며, Chio MO․Yoo TY(2005)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과 상사부합은 직무만족, 상사스트 스, 이

직의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지연

(2004), 희정(2003)의 연구에서는 개인-상사간 

부합이 부하의 상사에 한 만족과 신뢰를 높이

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욕구와 동기가 충족되어 직무

에 해 갖는 정서, 감정 상태이다(박선자, 2011). 

Judge TA․Bono JE(2001)는 내재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 다.

Jegal D․Hwang BC(1998)은 내부고객인 종사

원의 만족은 이직률 감소, 좋은 회사라는 구 효

과, 고객을 해 최선을 다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이는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 결국은 조직의 

이익을 증 시킨다고 주장하 으며, 노옥섭(2000)

은 종사원의 만족을 해서는  실태에 한 인

식, 불만사항  개선사항 등에 해 주기 으로 

설문조사 는 면  등의 방법으로 종사원의 의견

을 수렴하고 반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 Kim GW․Kim WI(2005)의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이 일하는 직무와 조직에 한 평가에 

반 된 애정  반응 는 조직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재 , 외재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에 한 구성

원의 지각된 반응으로 표 하 으며, Yun JY․

Hong WS(2007)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만족은 생

산성 향상, 조직에 한 자부심과 충성심, 원만한 

인간 계, 책임의식 등과 한 계를 맺고 있

으며, 이는 종사원이 직무와 연 시켜서 갖게 되

는 감정  상태로서 고객만족 서비스제공에 요

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 다.

4. 직무성과

일반 인 의미에서 직무성과란 자신의 일이 이

루어진 결과 는 활동, 작업 등을 성취하는데 있

어서의 행 , 혹은 태도를 의미한다. 즉, 일반 으

로 활동, 작업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생긴 행 , 결

말의 상태 는 향이나 변화가 곧 직무성과이

다. 직무성과는 유형과 무엇을 통해 측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업성과에 한 연구에서 가장 

요한 문제이지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에 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Millar 

KI(1990)는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나 과업

을 달성하기 하여 보여  노력의 결과라고 정

의하 다. 

Park KM(2012)는 직무만족은 조직몰입과 직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조직몰입 한 

직무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Kim GH․Cho YB(2012)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

감은 직무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고, 조직몰

입 한 직무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Chio HJ(2011)은 높은 수 의 핵심자기 평가를 

보이는 직원일수록 높은 직무성과를 보인다고 하

으며, Ha DH(2011)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은 

개인직무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며, 직무소

진의 경우 개인직무성과에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술한 이론  배경을 토 로 

본 연구목 의 실증연구를 한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을 제기하고자 하 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종사원을 상으로 직무만족과 성과에 한 연구

는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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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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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H3
H4

Personality type

<Fig. 1> Study Model

호텔 조리사를 상으로 성격유형, 환경부합, 직

무만족  직무성과간의 변수를 통해서 변수간의 

인과 계와 직간  향력에 한 연구수행은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텔 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환경부합과 직무만족, 직무성과와의 계 

연구를 하고자 하 다.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이 

환경부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환

경부합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것인

지 알아보고자 하 다. 한 성격유형에 따라 호

텔조리사의 환경부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마

지막으로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에 한 본 연

구의 변수 간 계를 나타낸 연구모형<Fig. 1>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성격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Barrick MR․Mount MK(1991)는 외향 인 사람

은 환경부합과 직무의 성과에 련이 있으며, 훈

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있어서는 개방성과 외

향성이 동시에 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성실성 요인은 다섯 개 직업집단 모두에

서 직무수행 수 과 정 으로 련되어 있었고, 

외향성 요인은 리직과 업직에서의 직무수행 

수 과 정  상 을 나타냈다. 한 경찰직군에

서는 호감성과 신경증이 거측정치와 정  상

을 보 고 문직에서는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이 거측정치와 부  상 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  고찰을 

근거로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이 환경부합에 유

의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를 검증하기 

한 근거로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 다. 

가설 1: 호텔 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환경

부합은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Saks AM & Ashforth BE (1997)는 개인-조직간 

부합과 개인-직무간 부합이 새로운 종업원의 직

무만족, 스트 스, 이직의도와 같은 요인에 다르

게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 다. Lauver K

J․Kristof-Brown A(2001)의 연구에서 종업원들

은 개인-직무간 부합과 개인-조직간 부합을 구별

하여 지각하고, 두 부합 유형 모두 개인의 태도에 

독특한 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

리고 종업원들의 지각된 개인-조직부합이 지각된 

개인-직무부합보다 이직의도와 맥락수행에 해 

더 나은 측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개인-

조직간 부합은 조직몰입(Silva et al., 2002)과 이

직의도(Lauver KJ․Krisotf-Brown A 2001)와 같

은 조직 련 태도와 련되어 있으며, 개인-직무

간 부합은 직무만족(Lauver KJ․Krisotf-Brown A 

2001)과 같은 직무 련 태도와 련되어 있다는 선

행연구 결과와 반 으로 일치하고 있는지를 검

증하기 하여 이를 근거로 가설 2를 설정하 다.

가설 2: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직무만

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조직, 개인-집단, 개인-직무 부합을 개별

으로 연구하는 것은 다양한 부합유형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지만, 개인들의 직무는 매우 복

잡하고 다양한 환경 측면에서 인지되는 것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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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므로 이들이 동시에 미치는 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Kristof-Brown A et al., 2002). 따라서 

여러 부합유형들은 개인의 다양한 행동  태도

에 상 으로 미치는 향력이 다를 것이며, 이

것은 하나의 낮은 부합의 향이 다른 부합이 미

치는 향력에서 어떠한 조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검증하기 

해 가설 3을 설정하 다.

가설 3: 호텔조리사의 환경부합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Kesselman GA(1974)은 76명의 화회사 여직

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거의 모든 직무만족

요소들이 직무성과와 정 상 을 나타내고 있으

며, 이  특히 작업, 임 , 승진이 높은 상 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 다. 이를 근거로 가설 

4를 설정하 다.

가설 4: 호텔조리사의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 설문지의 구성  분석방법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한 설문지 구성은 연

구목 에 따라 기존연구와 문가의 의견을 조합

하여 구성하 으며, 설문문항은 호텔조리사의 특

성을 고려하여 작성하 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을 한 설문지 구성은 연구목 에 따라 기존연

구와 문가의 의견을 조합하여 구성하 으며, 

설문문항은 호텔조리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하 다. 성격유형은 Yoo TY․Lee DH(2002), 이

형주(2005)의 연구를 참고로 25문항으로 구성하

고, 환경부합은 McCrae RR․Costa PT(1987), 

Kristof AL(1996), 희정(2002)의 연구를 참고로 

32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직무만족은 송승헌

(2011)의 연구를 참고로 6문항으로 구성하 다. 

직무성과의 경우 Bavin BJ․Boles JS(1996)의 연

구를 토 로 7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리커트 5

(1;  그 지 않다, 5; 매우 그 다)척도로 측정

하 고 일반 인 사항 6문항으로 구성하 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서울지역 8개의 

특 호텔(웨스틴 조선, 신라, 인터콘티넨탈, 그랜

드 힐튼, 르네상스 서울, 라자, 지던트, 소

피텔 앰배서더)에 근무하는 조리사를 상으로 

하 으며, 2011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

안 조사하 다. 설문지를 이용한 편의추출방법을 

이용하 으며, 총 300부를 배포하여 수거한 후 이

 287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2) 분석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한 실증분석은 설문조

사를 통해 회수된 유효표본을 가지고 SPSS 17.0

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표본의 

일반  특성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성

격유형, 환경부합,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 으며, 호텔조리

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환경부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군집분석  MANOVA 

분석을 실시하 다. 한 호텔조리사의 환경부합

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지와 직무만족이 직

무성과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성격유형에 따라 호텔조

리사의 환경부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Ⅳ. 실증분석

1. 조사응답자의 특성분석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호텔에 근

무하는 조리사들을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

다. 총 유효표본수 287명을 활용하 으며 조사

표본의 인구통계학 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 다.

2.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를 해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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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225 78.4

Female 62 21.6

Age

Twenties 68 23.7

Thirties 122 42.5

Forties 76 26.5

Fifties 21 7.3

Education

High school 32 11.1

College 138 48.1

University 88 30.7

Graduated school 29 10.1

 Working

place 

Main kitchen 29 10.1

Korean kitchen 44 15.3

Western kitchen 65 22.6

Japanese kitchen 63 22.0

Chinese kitchen 45 15.7

Buffet kitchen 38 13.2

No answers 3 1.0

Position

Employee 185 64.5

Manager 66 23.0

Assistant director 29 10.1

Director 7 2.4

Monthly

income

(₩10,000)

 < 200 71 24.7

200 ~ 299 116 40.4

300 ~ 399 89 31.0

400 ≤ 11 3.8

조리사의 환경부합,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변수들의 상 계를 

이용하여 각 측정변수의 차원을 도출하기 하여 

R-type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베리맥스(varimax) 

직각회 방식을 이용하여 도출하 다. 요인추출

의 기 은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을 기 으로 

하 으며 요인 재치 0.40이상을 정리하 고 각 

요인범주 내의 내  일 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

인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제시하 다.

1)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한 요인분석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한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Table 2>, 총 25개의 변수에서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총 분산 설명력은 55.88%를 

나타냈다. 각각의 재된 변수의 내용과 의미를 

고려하여 요인 1은 성실성, 요인 2는 외향성, 요인 

3은 신경성, 요인 4는 규제성, 요인 5는 호감성으

로 명명하 다. 이러한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하여 도출된 각각의 요인에 한 신뢰도를 분

석한 결과, Cronbach alph는 0.70이상으로 나타나 

도출된 요인의 내  일 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호텔조리사의 환경부합에 한 요인분석 

호텔조리사의 환경부합에 한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각 요인들의 재된 

변수를 고려하여 요인 1은 개인과 상사, 요인 2는 

개인과 직무, 요인 3은 개인과 조직으로 명명하

다. 도출된 3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

력은 약 52.727%로 나타났고,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는 0.70이상으로 모두 측정변수의 

내  일 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Table 2>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Results of Hotel Chefs' Personality Types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s Cronbach's ⍺ Eigen value

Integrity

I am sensitive to the atmosphere. 0.678

0.76 24.30

I am efficient in handling works. 0.644

I am creative in matters. 0.605

I am regarded as sincere and reliable. 0.601

I tend to seek new and different solutions. 0.550

I am attentive to details. 0.515

Extrovert

I adapt to new environment easily. 0.765

 0.81 13.40

I am curious about new things. 0.731

I like to learn new works. 0.714

I work harder regardless whatever jobs are give.n 0.588

I tend to plan ahead before practicing. 0.542

Anxiety

I have severe mood swings. 0.734

 0.70 7.79

I reprimand others' mistakes. 0.691

I am capricious. 0.612

I often envy others. 0.595

I am hasty in temperament. 0.527

I am more active when meeting new people. 0.491

Regulate

I am shy. 0.724

0.71 5.55
I do not get associate with others well. 0.627

I prefer being alone rather than being in a group. 0.613

I feel uncomfortable in participating in group. 0.551

 Good feelings

I am affectionate. 0.792

0.72 4.82I am a humane person. 0.611

I am a friendly type.. 0.514

KMO : 0.771     = 2908.576    df = 300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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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s of Environment Fit

Factor Variable
Factor 

loadings

Cronbach's 

⍺

Eigen value

Person & 

Higher-up

I share similar working characteristics with my boss. 0.880

 0.78 33.911

I have common characteristics with my boss. 0.862

I behave similarly to my boss. 0.838

My boss and I have similar value. 0.807

My boss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mine in general. 0.776

My boss and I pursue similar goals. 0.771

My boss has similar interests to mine. 0.765

My boss can complement my weaknesses. 0.745

My job requires upper levels of knowledge and experience than my education 0.627

I meet the demands my boss requires from his team. 0.611

Person & Job

My job is suitable to use my knowledge. 0.797

0.91 10.082

My job is what I wanted for. 0.734

The company's image is similar to mine. 0.699

My skills are a must for the company. 0.685

My job specification satisfies me. 0.681

Company mission is compatible with mine 0.636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is similar to mine. 0.630

My experience and knowledge will be required by the company. 0.602

I have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which fit well with my job. 0.596

My job specification is suitable to use my knowledge. 0.596

The company's operating system is well suited to me. 0.593

The company and I have a lot of attributes that match. 0.592

The company's operating value fits with mine. 0.586

Person & 

Organization

My job is not suitable for me to show my ability. 0.782

0.70 8.728

I feel disconnected with this company in general. 0.685

My job does not fit well with the kinds of job I want to engage in. 0.680

The job specification does not go well with my aptitude. 0.670

I am over-educated for the work. 0.535

The company's value is well suited to mine. 0.516

My boss and I have different perspectives and philosophy. 0.479

KMO : 0.910     = 10252.06     df = 741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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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s of Job Satisfaction

Variable Factor loadings Cronbach's ⍺ Eigen value

Job

satisfaction

My job is interesting and challenging. 0.928 

 0.87 57.599

I am satisfied with my job itself. 0.873

I have pride and esteem in my work. 0.866

I exert my ability through my work. 0.814

Overall I am satisfied with my job. 0.794

I do not want to give up this job because I love it. 0.769 

KMO : 0.791     = 855.148    df = 15      p = 0.000

<Table 5> Factor analysis of job performance 

Variable Factor loadings  Cronbach's ⍺ Eigen value

Job

performance

I handle more work than others. 0.883

0.89  62.615

My service quality is much better than others. 0.822

I work harder than others. 0.808

My business knowledge and skills are higher than others. 0.799

I do my best for customers. 0.788

I have a greater ability to work than others. 0.753

I get more praise from customers than others. 0.668

KMO : 0.900      = 1091.019     df = 21     p = 0.001

<Table 6>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for personality types 

Variable

Personality types

F, pExtrovert 
group(SD)

Regulative 
group(SD)

Favorable 
group(SD)

Person & Organization 3.05(0.82) 2.64(0.85) 2.58(0.67) F=7.683 p=0.001**

Person & Job 3.51(0.64) 3.31(0.65) 3.06(0.55) F=12.265 p=0.000*

Person & Higher-up 3.34(1.06) 2.89(0.35) 2.87(0.39) F=20.280 p=0.000*

*p<0.001, **p<0.01

3) 호텔조리사의 직무만족에 한 요인분석

호텔조리사의 직무만족에 한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1개의 변수로 구성

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약 57.599%로 나타났

고, 신뢰도 분석 결과 모두 측정변수의 내  일

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4) 호텔조리사의 직무성과에 한 요인분석

호텔조리사의 직무성과를 요인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1개의 요인으로 나타났고 총 

분산설명력은 약 62.615%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Cronabach Alpha는 0.89로 나타났다.

5)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한 군집분석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한 군집분석을 실

시하 다. 군집분석은 투입된 변수를 심으로 

응답자들의 태도나 지각이 유사한 집단을 구분하

는 기법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하여 응답자들

을 최종 군집화 하 다. 군집의 수는 군집화 일정

표, 덴드로그램, 고드름 도표를 사용하여 결정하

고, 최종 으로 호텔 조리사의 성격유형에 

하여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Table 6>

과 같이 정리하 다. 

군집 1은(n=53) ‘외형  집단’으로 명명하 고, 

군집 2는(n=86) ‘규제  집단’이라고 명명하 으

며, 마지막으로 군집 3은(n=148) ‘호감성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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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and environmental fit

Personality Factors
Extrovert group

(cluster 1, n=53)
Regulative group
(cluster 2, n=86)

Favorable group
(cluster 3, n=148)

Total
(n= 287)

F

Integrity 4.07(0.46)a 3.92(0.41)b 3.35(0.43)c 3.66 75.249***

Extrovert 4.21(0.31)a 4.17(0.38)a 3.31(0.49)c 3.73 142.22***

Anxiety 3.73(0.48)a 2.73(0.56)c 3.03(0.54) b 3.07 57.564***

Regulate 3.35(0.71)a 2.00(0.44)c 2.96(0.52) b 2.76 129.68***

 Good feelings 4.17(0.52)a 4.03(0.54)a 3.54(0.55)c 3.08 35.508***

Willk's Lamda= 0.804     F =10.484     p<0.001

a>b>c

<Table 8>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
Job satisfaction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s 0.899 2.420 0.016

Integrity 0.362 3.568 0.000*** 0.521 1.920

Extrovert -0.027 -0.318 0.751 0.564 1.774

Anxiety 0.143 2.106 0.036* 0.830 1.205

Regulate 0.079 1.370 0.172 0.840 1.190

 Good feelings 0.196 2.439 0.015* 0.644 1.553

R²= 0.168        adjusted R²= 0.153       F= 11.193      p= 0.000

*p<0.05, ***p<0.001

로 명명하 다.

3. 가설검증

1)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환경부합의 

차이분석

가설 1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환경부

합에 차이가 있는가를 악하기 하여 다변량분

산분석(MANOVA)을 실시하 다<Table 7>. 독립

변수로는 호텔조리사의 군집분석에서 추출된 성

격유형으로 구분하 고, 종속변수인 환경부합을 

가설검증 비분석의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3개

의 요인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이 체

인 호텔조리사의 유형에 따라 환경부합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Willk's Lamda=0.804 F =10.484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호텔조리

사의 성격요인 변수에 한 각각의 ANOVA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외형 집단과 

규제 집단은 외향성과 호감성에서 비교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호감성집단은 호감성

과 성실성에서 비교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와 같은 분석결과를 심으로 결과 으로 호

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환경부합에 하여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과 직무만족과의 

향 계

가설 2 호텔조리사의 성격에 유형에 따라 직무

만족에 미치는 향 계를 살펴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Table 8>. 독립변수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5개의 성격유형을 설

정하 고, 종속변수로는 호텔조리사의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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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Environment Fit and Job Satisfaction

Variable
Job satisfaction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s 1.203 5.746 0.000

Person & Organization 0.298 5.891 0.000*** 0.639 1.564

Person & Job 0.525 8.450 0.000*** 0.649 1.541

Person & Higher-up -0.054 -1.033 0.302 0.960 1.042

R²= 0.480        adjusted R²= 0.474       F= 83.454      p= 0.000

***p<0.001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Variable
Job performance

β t-value p-value Tolerance VIF

constants 2.672 16.114 0.000

Job satisfaction -0.2010.281 6.106 0.000*** 1.000 1.000

R²= 0.117        adjusted R²= 0.114          F= 37.278         p= 0.000

***p<0.001

을 설정하여 분석하 다. 투입된 5개의 변수  

성실성과 신경성, 호감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인 인 성격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2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호텔조리사의 환경부합과 직무만족과의 

향 계

가설 3 호텔조리사의 환경부합에 따른 직무만

족과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하여 다 회귀분

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독

립변수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3개의 환

경부합 요인을 설정하 다. 

다 회귀분석결과 <Table 9>와 같이 직무만족

에 향을 미치는 환경부합 요인에 한 회귀식

은 F=83.454(p<0.0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를 보이고 있으며, 48.0%(R²=0.48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투입된 3개의 환경만족 요인 

에서 개인과 상사를 제외하고 개인-조직, 개인-

직무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향 계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과 직무에서 가장 높은 향 계를 

보이고 있어 환경부합  직무만족을 주고 도

으로 일할 수 있도록 증진하는데 요한 변수

라고 할 수 있다. 결과 으로 호텔조리사의 환경

부합 요인은 반 으로 호텔조리사의 직무만족

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것으

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개인-직무, 개인-조직에

서 높은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호텔조리사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와의 

향 계

호텔조리사의 직무만족에 따라 직무성과와의 

향 계를 살펴보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Table 10>. 분석결과 F=37.278(p<0.001)

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11.7%(R²= 0.11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따

라서 직무만족이 직무성과에 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4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호텔 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환

경부합, 직무만족  직무성과의 계 연구를 목

으로 수행하 다. 호텔조리사의 성격에 한 

요인분석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호텔

조리사의 환경부합에 한 요인분석 결과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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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한 요인분석 결과 각각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다. 한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을 세분화하기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집단으

로 구분하 는데, 각 군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

형 , 규제 , 호감성 집단으로 명명하 다. 

연구의 모형을 통하여 제시된 가설을 검증한 

결과,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환경부합에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호텔조리사

의 환경부합 요인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호텔조리사의 성

격유형에 따라 환경부합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호텔조리사의 성격에 

따라 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 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는데 있어 

선행연구의 이론  근거를 통하여 제시한 모든 

가설이 채택  부분채택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략  시사 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환경부합

의 차이가 있는 결과로 보아 성격검사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입사 동기나 기질  요인 역시 환경부합에 향

을 미친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입사 시 그 호

텔의 문화에 맞는 성격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환경부합이 직무만족  직무성과

에 한 미치는 향이 반 으로 유의한 향

을 미치므로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요구되는 

자질이나 역량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호텔조리사의 성격에 따

른 환경부합에서 성격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호텔조리사의 책임자나 인사 담당

자는 성격 유형별 차이를 활용하여 호텔조리사가 

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을 고려하고 호텔조리사

의 서비스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호텔 조

리사들의 직무만족에 많은 교육훈련 등의 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호텔조리사

의 환경부합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계에서

는 개인-직무와 개인-조직은 모든 직무만족 변수

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여, 호텔

조리사의 개개인을 만족시키고 고객과의 지속

인 신뢰와 계유지로 호텔의 이미지와 명성을 

유지하기 해, 호텔 특유의 문화와 체질에 맞는 

다양하고 한 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환경

부합과 직무만족과 향 계에서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직무만족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환경부합*규제성의 

상호작용 항에서 가장 높은 유의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따라서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호텔조리사의 인 자원 리 략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본 연구목 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 은 환경부합들이 직무만

족과 직무성과에 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함에 있어서 탐색 인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토 로 더욱 

세심한 가설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는 호텔조리사를 상으로 하여 

일반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조사 지역은 서울의 특 호텔을 조사함에 있어

서 지리  특성과 규모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서울지역 호텔 조리사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 조리사에 한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 호텔과 외식업체에 

근무하는 조리사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한다면 조

리사 인력채용과 교육훈련 방법의 기본 틀을 구

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경쟁우 의 인력양성

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록

본 연구는 호텔 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환

경부합과 직무만족, 직무성과와의 계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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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서울지역 8개의 특

호텔에 근무하는 조리사를 상으로 하 으며, 

총 300부를 배포하여 수거한 후 이  287부를 분

석에 활용하 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한 실

증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유효표본을 가

지고 SPSS 17.0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 다. 표본

의 일반  특성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성격유형, 환경부합,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하

여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 으며, 호텔

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환경부합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군집분석  

MANOVA 분석을 실시하 다. 한 호텔조리사

의 환경부합이 직무만족에 향을 미치는지와 직

무만족이 직무성과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고자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성격유형에 

따라 호텔조리사의 환경부합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기 해 조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결과 호텔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환경부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인 성격유형에 따라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호텔조리사의 환

경부합 요인은 반 으로 호텔조리사의 직무만

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

무만족은 직무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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