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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10 February 2011 until 2 March 2011 targeting culinary workers in deluxe 

hotels in Seoul. The data from 161 copies of questionnaire were analyzed using SPSS 17.0 for the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test,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hypothe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mong interpersonal attachment, job satisfaction and job 

attachment showed that stable attachment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job 

attachment. Second, unstable attach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Moreover, there were no 

correlations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job attachment by the types of attachment. Third, for the effect of 

interpersonal attachment on job satisfaction, the stable one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however, avoidant and unstable ones did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job satisfaction. 

Consequentl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culinar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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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속한 국내외식산업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 많

은 학에서는 외식조리 련학과가 생겨나고 있

다. 이들 외식 련 학과는 표 이고 단편 인 

내용을 넘어서 창업에서 연출에 이르기까지 차

으로 깊이 있고 매력 인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졸업 후 장에서 일어나는 직무 인 

이해도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외식조리 련학과를 공한 호텔종사원

을 상으로 심리학  특성에 따라 직무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 1.2  호텔종사

원들의 인애착성향에 을 두었다. 종사원들

의 직무와 련된 요인이 조직의 성과와 련되

어 있다는 연구 결과(Jeong SJ et al 2011) 에 의하

면 종사원들의 직무에 한 만족도와 애착심,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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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를 높이는 것이 요하며, 한 조직 차원에

서 보면 효율 인 인  리를 한 시사 을 제

공할 수 있다는 에서 직무만족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심리  기제를 규명할 필요가 제

기된다. 본 연구는 외식 련 학과를 졸업한 조리 

종사원의 직무성과(직무만족, 직무애착)에 미치

는 향요인으로서 조리 종사원의 심리  특성인 

애착에 을 두었다. 애착은 한 개인이 타인과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특유한 방식으로 인

계에서 비롯된 인지 ·정서  측면에 향을 

미친다. 조리 종사원이 어떠한 애착성향을 가지

고 있느냐에 따라 인 계의 형성·유지와 계

의 질 등에 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 으로 개인

의 직무성과를 높여  것으로 단된다. 이는 조

리 종사원의 심리  특성에 따라 직무에 애착하

고 헌신하는 정도가 다르며 궁극 으로 그 기업

의 장기 인 성과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식

련학과를 졸업한 조리종사들의 인애착과 애착

특성을 악하고 직무만족에 한 향력을 검증

하여 외식 련학과 운 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Ⅱ. 이론  배경

1. 인애착

애착(attachment)은 Bowlby J(1980)가 인간의 

사회 , 정서  발달을 설명하는 역동 인 심리

학  패러다임으로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부모 

혹은 특정 상과의 경험과 을 통해 가지는 

정서  유 계(Ainsworth M et al 1978)로, 개

인의 자아개념 형성과 사회에 한  형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Bowlby J(1980)는 애착을 주 양육자와 유아 간

의 강렬하고도 지속 인 정서  유 로 정의하

다. 이처럼 애착은 상과의 계에서 능동 이

고 애정 이고 상호작용  계의 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애착은 타인과의 근성을 유지하고 

정 으로 기여하는데 요한 요소이다. 여기서 

애착의 목표는 생리  욕구와 같은 물질 인 것

뿐만 아니라 정서  만족이나 유 (affectional 

bond)의 유지 등이다.

애착은 단순히 애착 상에 의존하려는 것이 

아닌, 애착 상이 심리 인 안 기지가 되어 낯

선 환경에 한 두려움을 견디게 해 주는 기제로

서 작용하며 아동의 주  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  환경에 응하는데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Fraley R C․Davis 

KE 1997; Trinke SJ․Bartholomew K 1997).

2) 애착의 특성

애착은 정서  유 감, 상호작용  계성, 심

리  안정기제와 같은 특성 외에, 한 개인은 자신

의 애착 상과의 계를 통해 정신표상(mental 

representation) 는 내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한다(Bowlby J 1969, 1973, 

1982). 각 개인은 양육자(애착 상자)와의 반복

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독특한 내  작동 모

델을 형성하며, 이러한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었

는가에 따라 애착 성향이 상이하게 되며 인

계에 한 계 신념과 사회  상호작용에 향

을 미치게 된다(Pietromonaco PR․Lisa FB 1997).

애착의 질은 애착 상이 자신의 요구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한 지지와 보살핌을 제공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해 정

이거나 부정 인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J 

1973). 자기와 타인  세계에 해 내 으로 표

상된 기 를 형성하며, 이 체계화된 기 가 내  

작동 모델이 되어 사고하고 행동하고 느낌을 조

하고 세계를 해석하고 견하는 등에 지속 으

로 향을 주게 된다(Nelis SM․Rae G 2009).

이처럼 내  작동 모델은 한 개인이 일상생활

에서 환경과의 계에서 축 한 자신과 세상에 

한 경험을 의식 이며 무의식 인 표상의 형태

로 내재화하는 것이며, 사회  상호작용에서 사

회  계나 경험을 해석하고, 타인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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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고, 자기에 한 기 를 확증하고 유지하도

록 돕는 암묵  결정 규칙으로 작용한다. 환언하

면, 내  작동 모델은 상과 세계를 지각하고 조

직하여, 합한 행동 체계를 이끄는 일종의 인지

-정서  구조로서, 이는 과거 경험을 타당하게 

하려는 시도를 표상하고 재와 미래의 사건들을 

이해하려는 틀을 제공한다.

3) 애착의 유형

Ainsworth M et al(1978)에 따르면 애착성향은 

사고, 느낌, 행동양상에서 차이를 가져오며 인

계에서 비롯되는 인지 , 정서 , 동기  측면

에 향을 미쳐, 개인의 인감정 경험, 인 계 

양상, 갈등 상황과 스트 스 처방식 등에서 차

이를 보인다고 하 다. 선행 연구(Ainsworth M et 

al 1978; Hazan C․Shaver PR 1994)들은 애착 조

직화 혹은 모델화의 양상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

며 이는 개인의 사고, 느낌, 행동양상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안정된 애착 계를 형성한 

개인은 더 활발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더 성

취 지향 이며(Ainsworth M et al 1978), 직무성

과도 높고 정 인 인 계를 형성한다. Hazan 

C․Shaver PR(1994)는 아기에 양육자에 해 

형성된 애착양식이 성인기에도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Ainsworth M et al(1978)이 제안한 세 가지 

애착양식(안정형, 회피형, 불안형)을 성인들에게 

그 로 용하 다. 첫째, 가까워짐에 해 편안

하게 느끼는 안정형 애착성향, 둘째, 타인에게 의

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피형 애착성향, 셋째, 

버림을 받거나 사랑받지 못할까 불안해하거나 두

려워하는 불안 애착성향이 그것이다.

(1) 안정형 애착(secure attachment)

안정형 애착의 소유자는 타인과의 계에 해 

정 인 (Bartholomew KL 1991)을 유지하

여 타인에 한 신뢰도가 높아 타인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개방하는 

데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들은 타인과 비교

 쉽게 사귀며, 서로에게 의지할 때에 편안함을 

느끼며, 친 한 계로 인한 독립성 침해를 걱정

하거나 타인과 무 가까워지거나 버림받게 되는 

것에 해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응 인 방

향으로 친 한 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한 계에 해 보다 높은 수 의 만족도와 

응도를 보인다(Carnelly KB et al 1994).

한 안정형 애착은 인 계에 있어서도 상

방을 배려하고 존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착성향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상 에 한 배려가 높다. 안정

인 애착성향이 높은 사람은 사람과의 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높은 수 의 신

뢰, 헌신, 만족, 상호의존성향을 보이며 자기 노출

이다. 한 타인에게 행복하고 정 이고 신

뢰할만한 사람으로 보여진다(Hazan C․Shaver 

PR 1994).

(2) 회피형 애착(avoidant attachment)

회피형 애착 소유자는 자신에 해서는 정

인 을 유지하고 있어서 자기 가치감과 자기 

주장성은 높은 편이지만(Collins NL․Stephen JR 

1994), 상 방에 한 신뢰도가 낮아 상 방에게 

의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타인과 가까워지

면 불편함을 느끼는데다가 타인이 자신에게 지나

치게 가까워지려 할까  걱정하여 친 한 계 형

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인간본성에 

해 부정 인 을 지니며 상 방에 해 높은 공

격 성향과 자기방어 성향을 보인다(Bartholomew 

KL 1991). 이들은 타인들과의 계 속에서 자신

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정서 으

로 방어  자세를 취하여 친 한 계형성을 어

렵다(Fraley RC․Davis KE 1997).

따라서 이들은 상 방에 한 배려가 낮고 상

방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으며 상 에 한 

응도가 낮으며, 자기노출을 꺼리고 계에 덜 만

족하는 경향이 있다(Cassidy JS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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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안형 애착(anxious/ambivalent 

attachment)

불안형 애착 소유자는 인간본성에 한 다소 

부정 이어서 자신에 해서도 타인에 해서도 

부정 인 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을 이해하

기 복잡하고 어렵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들은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자

신이 원하는 만큼 타인이 자신과 가까워지려 하

지 않는 것을 걱정하며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

할까  두려움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인 계

를 불만족스럽게 느끼며 계에 해 강한 통제

 신념을 보인다(Collins NL․Stephen JR 1994).

이들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주장성 자신감, 자

존감이 낮음으로 인해 친 한 계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고 두려워한다(Bartholomew KL 1991). 

조리 종사원이 어떠한 애착성향을 가지고 있는

가에 따라 서비스 조직과의 계형성과 유지하도

록 방식이 달라지며 조리종사원의 직무에 임하는 

심리 인 만족이나 애착, 그리고 조직에 한 태

도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애착연구의 상이 5∼6세의 유치원 

유아들에서 등학교 학년까지 확 되고 있으

며 실험상황이 아닌 자연스런 상황에서 애착안정

성을 연구할 수 있는 애착 Q-sort를 이용한 연구

도 이루어져 왔다(박은경 2004). 그리고 아동기 

애착과 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어머니

의 아동기 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생애 기의 부

정 인 애착형성이 성인기에 결혼갈등을 야기 시

키고(박응임 1995),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와의 

애착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trand PS․Wahler RG 1996),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 의한 모의애착 유형, 자아분화, 양육행동 

등으로 살펴본 연구와(Chung MJ et al 2004), 어

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심리․정서 인 부분

인 우울, 인성, 정서 등으로 살펴 본 연구(유우  

1998)등이 있고, 취업모와 자녀 간 애착 안정성과 

련 변인간의 계에 한 연구 등이 있다(김유

미 2007). 애착유형과 직무만족도간의 계에서 

안정형 애착이 직무만족도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 계, 직장애착 수 이 반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상아 2003). 애착에 

한 연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응

을 설명하는 많은 인간발달 연구의 토 가 되었

다. 인간 기 경험에 을 둔 연구는 많은 인간

발달에 향을 주었으며, 유아기의 애착 과정

의 설명과 안정  불안정  자녀-양육자 애착

계에 한 개인차와 기능 그리고 그 향에 한 

심이 차 증가하고 있다.

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조직성과를 측하는데 있어서 

요 지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목

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

(Woo CB 1995). 직무에 만족하는 종사원은 능률

이고 창의 으로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직무만족이 높아지면 정  감정을 갖게 되며 

즐거운 직장 생활이 유지되어 원만한 인간 계가 

형성되고 조직에 한 애사심도 증가하게 될 것

이다. 이로 인해 이직율과 결근율이 감소되어 직

장에 해 안 성을 느끼고 나아가 조직에 한 

애착심을 강화하게 된다.

직무만족은 직무 개념이 복잡하고 심리 이고 

주 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직

무 만족을 약간 다르게 개념 정의하고 있다. 직무

만족은 개인의 직무와 그 직무의 상황요인들에 

한 구체  그리고 총체 인 감정 ․정서  태

도와 느낌으로 정의되며, 한 직무만족은 직무

에 한 개인의 태도와 보상의 정도를 평가하여 

획득되는 주  감정 상태를 포함한다(Kim J

M․Yoon JH 2002, Oh YS 2008). 이처럼 직무만

족은 개인의 감정․태도․성취감과 같은 심리

이고 주 인 측면은 물론이고, 보상 등과 같은 

객 인 측면에 한 평가  인지  측면을 포

함하는 복합 인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리 종사원의 직무만족은 자신의 

직무와 이로부터 릴 수 있는 임 , 성취, 승진기



조리종사자의 인애착이 직무만족, 직무애착 5

<Fig. 1> Research model

회 등의 여러 가지 직무조건에 하여 얼마나 만

족하는가하는 물리 ․심리  만족에 한 종사

원 자신의 인식 정도이다.

3. 직무애착

Hazan C․Phillip RS(1987)는 18세에서 79세 

사이의 성인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피형 

애착 소유자는 직장에서의 일을 충족되지 않은 

애착욕구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

을 보 다. 그 결과, 장시간 일을 하고 거의 휴일

도 갖지 않으며,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 다. 불안형 애착 소유자들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얻기 한 수단으로 일을 하 고, 타

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과다한 책임

을 지는 것을 자 하며 자아 존 감의 상실, 불평 

 실패감을 보 다. 안정형 애착 소유자는 높은 

수 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를 보 고, 인간 계

에 한 불안감이 었고 실패감도 었으며, 일

과 함께 계와 건강도 요시하는 태도를 보

고, 직무에 한 성실한 태도와 직장에 한 더 

은 분노, 우울,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ietromonaco PR․Lisa FB(1997)는 안정형 애

착이 외부환경에 해 정 이고 객 인 평가

를 하게 하는 반면, 불안형 애착은 객 인 스트

스 요인이 없을 때조차도 시간과 공간에 계

없이 스트 스, 긴장 그리고 불만족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으로써 성인기 애착이 스트

스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애착과 직무애착  헌신  직무수행의 질과 

계가 높은 지  능력, 인성 그리고 스트 스와의 

계는 애착이 직무애착  헌신  직무의 질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 으로 추론할 

수 있다.

Ⅲ. 조사 설계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1) 연구의 모형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는 인애착성향이 어떠

한가에 따라 직무성과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Chung MJ et al 2004). 본 연

구는 외식조리 련학과 졸업생으로 호텔 조

리부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애착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향과 직무만족으로 인한 직무애

착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고자 하 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앞의 선행연구(권상아 

2003) 고찰을 근거로 하여 인애착(안정형, 회피

형과 불안형), 직무만족과 직무애착을 주요 변수

로 설정하 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 선행연구를 토

로 얻어진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연구의 가설

가설1. 조리종사원의 인애착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조리종사원의 인애착은 직무애착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조리종사원의 직무만족은 직무애착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조리종사원의 인애착은 직무만족을 매

개로 하여 직무애착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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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의 변수에 한 정의는 첫째, 인애착

(Interpersonal attachment)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

장 가까운 사람에 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  유

계를 뜻하는 것으로(Ainsworth M et al 1978), 

본 연구에서의 인애착은 조리 종사원이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

하고자 한다. 

둘째, 직무만족은 각 개인이 조직체 내에서 맡

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개인의 만족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의 직무만족은 조

리종사자들의 조리업무수행에 한 반 인 만

족의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셋째, 직무애착은 조리종사원이 자신의 직무에 

해 심리 으로 동일시하고 열 하는 정도로 정

의하고자 하며, 측정항목은 1:‘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그  그 다’, 4:‘그 다’, 5:

‘매우 그 다’의 5  척도로 측정하 다.

3. 조사설계와 분석방법

1) 조사설계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치한 특 1.2  호

텔(팔 스, 임패리얼펠리스, 라마다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낸탈 호텔) 조리종사원을 상으로 2011

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약 20일 동안 총 

200부를 배포하여 170부를 회수했으며 이 가운데 

부 합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총 161부를 최

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2) 분석방법

조사 상자의 인구학  특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수행하 으며, 인애착과 직무성과

(직무만족, 직무애착) 간의 계는 Person 상

계 분석, 인애착이 직무만족과 직무애착에 미

치는 향은 회귀분석과 매개회귀분석 기법을 사

용하여 실증 분석하 다.

3. 설문지 구성

본 설문문항은 지 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취합한 연구의 변수들을 상으로 본 연구

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객 성 있는 항목을 추출하

다. 설문지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하 다. 

인애착은 Ainsworth M et al(1978), Bartholomew 

KL(1991), Hazan C․Phillip RS(1987)의 연구를 

참고로 총11개 항목을 선정하 고, 직무만족은 

Kim JM․Yoon JH(2002)의 연구를 참고로 5문항

을 선정하 다. 직무애착은 Pietromonaco PR․

Lisa FB(1997)의 연구를 참고로 5문항으로 구성

하 으며,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한 5

문항으로 구성하 다.

Ⅳ. 실증 분석

1. 인구통계  특성 분석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이, 남성(52.8%)이 여성(47.2%)보다 많았

고, 연령에서는 20 가 66.5%로 다수를 이루었고, 

조사 상자의 92.5%가 미혼이었다. 재직기간은 1

년 미만이 54.0%로 가장 많았고, 1-3년 미만이 

37.9%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이 

36.0%, 연 계약직이 28.0%, 임시직이 26.7% 등

으로 나타났다.

2. 측정변수의 신뢰성

향요인인 조리종사자의 인애착에 속한 측

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Table 2>와 같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는

데, 이 때 고유치 기 을 1.0 이상인 요인들이 선

정되도록 하 으며, 요인 재량이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각 구성개념별 측정

지표들의 내 일 성을 단하기 한 Cronbachs 

alpha 값은 일반 으로 요구되어지는 기 값인 

0.60 이상으로 나타나 구성개념별 모두 충분한 신

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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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figuration of the questionnaire

Factor Questionnaire configuration Frequency Rate

Gender
female 76 47.2

male 85 52.8

Age

20 years 107 66.5

30 years 13 8.0

40 years 41 25.5

Marital status
Married 12 7.5

Single 149 92.5

Tenure

< 1 year 87 54.0

1-3 years 61 37.9

3-6 years 9 5.6

6 years < 4 2.5

Employment Type

Temporary 43 26.7

Contract 45 28.0

Regular employees 58 36.0

Supervisor 15 9.3

<Table 2> Factor analysis of attachment

Measurement item secure avoidant anxious

I want to completely emotionally intimate with someone else. 0.832 0.261 0.014

I want to completely keep others in mind. 0.808 0.175 0.088

It is very important for me to feel a sense of independence 0.712 0.221 0.357

I have difficulty in trusting others. 0.667 0.258 0.456

I feel uncomfortable with others' approaching. 0.242 0.875 0.101

I have trouble making friends. 0.245 0.848 0.141

I get advice on my problems from others. 0.142 0.583 0.210

I do not rely on others. 0.487 0.515 0.459

I often feel insecure when encountering others. 0.033 0.133 0.873

I feel uncomfortable to others. 0.230 0.148 0.805

I cannot feel comfortable with others. 0.317 0.434 0.548

Eigen value 2.827 2.532 2.337

 0.731 0.761 0.711

% of variance 25.69 23.01 21.24

% of Cumulative 25.69 48.71 69.96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Factor M SD Secure Avoidant Anxious Job Satisfaction Job Attachment

Stable 3.56 0.679 1

Avoidant 3.35 0.878 -0.275** 1

Unstable 3.40 0.780 -0.053 0.574** 1

Job Satisfaction 2.86 0.950 0.205* -0.213** -0.185* 1

Job Attachment 3.37 0.791 0.172* -0.088 -0.099 0.579** 1

*p<0.05, **p<0.01

3. 상 계

인애착, 직무만족과 직무애착 간의 상 계

를 조사한 결과 <Table 3>과 같다.

안정형 애착은 직무만족(Person 상 계수: 0.205*)

과 직무애착(0.172*)과 유의한 정 (+) 상 계

를 보 다. 회피형과 불안형 애착은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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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between interpersonal attachment and job satisfaction 

Factor β SE Beta t p

Constant 0.572 0.171 　 3.341 0.001

Stable 0.240 0.060 0.236 4.030 0.000

Avoidant 0.451 0.058 0.461 7.812 0.000

Unstable 0.098 0.053 0.093 1.845 0.066

R
2
=0.515, Adjusted R

2
=0.510, F=116.015

<Table 5> Results of effect relations between interpersonal attachment and job attachment

Factor β SE Beta t p

Constant 0.640 0.174 　 3.677 0.000

Stable 0.427 0.059 0.453 7.260 0.000

Avoidant 0.158 0.061 0.161 2.600 0.010

Unstable 0.139 0.054 0.138 2.589 0.010
*
:p<.05, 

**
:p<.01, 

***
:p<.001, R

2
=0.459, Adjusted R

2
=0.454, F=92.706

<Table 6> Regression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job attachment 

Factor β SE Beta t p

Constant 1.052 0.143 　 7.335 0.000

Job Satisfaction 0.656 0.039 0.681 16.886 0.000
*
:p<.05, 

**
:p<.01, 

***
:p<.001, R

2
=0.464, Adjusted R

2
=0.462, F=285.149

(-0.213**, -0.185*)과 유의한 부 (-) 상 계를 

보 다. 애착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과 직무애착

과의 상 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4. 가설검증

1) 인애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인애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형과 회

피형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 (+) 향을 미친

(p<0.001) 반면에, 불안형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리 종사원이 안정  애착 성향을 가

질수록 종사원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진 반면에, 

불안형 애착 성향을 가진 종사원일수록 직무만족

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애착이 직무애착에 미치는 향

인애착이 직무애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안정형 애착만이 직무애착에 유의한 정  향

을 미치고 있었다. 특이한 사항은 통계 으로 유

의하지는 않지만 회피형과 불안형 애착은 직무애

착에 정 인 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

과는 안정형 애착 성향을 가질수록 종사원의 직

무에 한 애착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직무만족이 직무애착에 미치는 향

직무만족이 직무애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만족은 

직무애착에 유의한 향(p<0.0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조리 종사원의 직무만족도가 높을

수록 직무에 한 애착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인애착과 직무만족이 직무애착에 미치는 

향

인애착과 직무만족이 직무애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애착의 안정형 그리고 직무만족은 직무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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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gression among interpersonal attachment, job satisfaction and job attachment 

Factor β SE Beta t p

Constant 0.418 0.164 　 2.549 0.011

Secure 0.251 0.059 0.266 4.238 0.000

Avoidant 0.064 0.058 0.066 1.116 0.265

Anxious 0.101 0.050 0.100 2.025 0.044

Job Satisfaction 0.390 0.052 0.404 7.490 0.000
*
:p<.05, 

**
:p<.01, 

***
:p<.001, R

2
=0.538, Adjusted R

2
=0.532, F=95.237

에 유의한 향(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회피형과 불안형은 유의 인 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결론  제언

많은 선행연구들이 종사원들의 직무와 련된 

요인이 조직의 성과와 련되어 있음을 실증하

다. 따라서 종사원들의 직무에 한 만족도와 애

착심,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요한데, 직무만족

과 직무애착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심리  

기제를 규명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는 외식 련 학과를 졸업한 호텔 

조리 종사원의 직무성과(직무만족, 직무애착)에 

미치는 향요인으로서 조리 종사원의 심리  특

성인 인애착에 을 두었다. 애착은 한 개인

이 타인과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특유한 방

식으로 인 계에서 비롯된 인지 ·정서  측면

에 향을 미친다. 조리 종사원이 어떠한 애착성

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 계의 형성·유

지와 계의 질 등에 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

으로 개인의 직무성과에도 향을 미친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

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우선 인애착, 직

무만족과 직무애착 간의 상 계를 조사한 결과 

안정형 애착은 직무만족과 직무애착과 유의한 정

(+) 상 계를 보인 반면에, 회피형과 불안형 

애착은 직무만족과 유의한 부 (-) 상 계를 보

다. 부분 이기는 하지만 애착 유형에 따라 직

무만족과 직무애착과의 상 계가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인애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결과 안정형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 (+) 향

을 미친 반면에, 회피형과 불안형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리 종사원이 안정  애착 성향을 가

질수록 종사원의 직무만족도는 높아진 반면에, 불

안형 애착 성향을 가진 종사원일수록 직무만족도

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애착이 직무

애착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결과 안정형 애착만

이 직무애착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치고 있었

다. 안정형 애착 성향을 가질수록 종사원의 직무

에 한 애착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인애착의 안정형 애착은 직무만족을 매

개로 하여 직무애착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안정  인 애착을 가질수록 직무에 한 만족도

가 높으며 그 결과 직무에 한 애착 역시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립 학교 

행정직원의 애착유형과 직무만족도와의 계를 

검증한 결과 애착유형과 직무만족와는 유의한 차

이가 있고, 직무만족의 하 차원인 업무만족, 

인 계만족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직장

애착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김

진(2005)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종사원의 직

무만족과 직무애착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심리  기제로 선택한 인애착은 직무만족과 직

무애착에 상이한 방식으로 상 계를 가지고 있

었으나 그 향에서는 직무애착보다는 직무만족

에 보다 직 인 연 성을 가졌다. 인애착 유

형 가운데 안정형만이 직무애착에 직무만족을 매

개로 하여 향을 미치고 있다. 애착이 비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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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심리  특성이라는 을 고려하면 

조직 차원의 인사 리에서 종사원 선발시 인애

착 성향을 측정하여 보다 안정  애착 소유자를 

채용하는 것은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입

사후 지속 인 안정  애착 성향을 가질 수 있도

록 조직 분 기와 다양한 로그램을 통해 리

하는 것 역시 요하다.

그러나 향후 외식 련학과 공자와 비 공자

를 상으로 비교 연구를 통해 외식 련 학과 종

사자들이 인애착 성향이 상이한지와 직무만족

과 직무애착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

애착이 직무만족과 직무애착에 미치는 향에 차

이가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서 종사원 채용과 인  

리에 보다 깊은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인구학  특성을 조  변수로 하여 인구

학  사항에 따라 세분화하여 변수간 계 차이

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사후 인  리에 유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에 한 결과에도 불구하

고 본 연구는 호텔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표본

으로 설정 하 다는 에서 일반화 하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설정하여 인애착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해 본다.

한  록

본 연구는 2011년 2월 10일부터 2011년 3월 2

일까지 서울지역 특 호텔 조리종사자를 상으

로 실시하 으며, 총 161부에 하여 SPSS 17.0

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고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다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첫째, 인애착, 직무

만족과 직무애착 간의 상 계를 조사한 결과 

안정형 애착은 직무만족과 직무애착에 유의한 정

(+)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불

안형 애착은 직무만족에 부(-)의 상 계를 보

다. 그리고 애착 유형에 따라 직무만족과 직무애

착과의 상 계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

째, 인애착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할 결과 안정형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 반면에, 회피형과 불안형은 직무만족

에 유의 인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

식조리종사자의 유용한 시사 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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