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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aims to demonstrate the causal relationships of quality of work life (QWL),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Y-Generational chefs in South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study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7 chefs working in hotel restaurants, independent restaurants, and franchised restaurants.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analysis were undertaken using 
SPSS 18.0. The results indicated that quality of work life consisted of two factors named as personal quality and social quality. 
Both factors of quality of work life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However, in case 
of the relation between quality of work life and turnover intention, only personal quality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while the effect of social quality on turnover intention was not significant. Furthermore,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negatively affected turnover intention, and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determined as significant 
mediators between quality of work life and turnover intention. Implications of the empirical result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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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것에 드는 비용은 기

존의 직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높게 소요

된다(Chinomona & Dhurup, 2014).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
라, 직원의 이직은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내부적인 혼란을 초래하며,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인적 서비스의 비중이 큰 서비스 산업의 경우, 직원의
이직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며, 조직의 성과
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Park & Choi, 2013). 
그러므로 숙련된 직원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그들의 이
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Theodossiou & Zangelidis, 2009).

한편, 최근 산업 현장은 구성원의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그 자
리를 Y세대가 채워가고 있다(Hillman & Donald, 2013; Choi, 
2016).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곧 조직의 변화로 이어지며, 
인사 관리적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과 전략을 마련하게 하

고 있다. 왜냐하면 Y세대의 세대적 특성이 기존 세대인 베
이비부머나 X세대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Kong, Wang, & Fu, 2015). 이는 곧 베이비부머나 X세대 직
원들에게 적용하던 인사 관리적 접근 방법이나 전략이 이

들에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게다가 최근 한 조사 결과는 Y세대 구성원의 관리와 유

지에 대해 또하나의경종을울리고있다. Y세대 직장인 중
44%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2년내에현 직장을 이직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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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 2020년
이 되면 이직을 하려는 비율이 3명 중 2명에 해당하는 66%
로 높아질 것이라고도 예견하였다(Moon, 2016). 지속적으
로 증가할 Y세대 구성원의유지와 관리를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전략을 마련할 때이다.
그 동안 한 조직에 속한 직원이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의

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장

만족, 조직몰입그리고직무몰입등이강조되어왔다(Biswas, 
2010). 그런데 최근 근로생활의 질(QWL)이 직장만족, 조직
몰입, 직무몰입 및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 널리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는 이직의
도를 저하시키는 것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hinomona & Dhurup, 2014). 다시 말해, 근로생활의 질이
높아지면 직원의 고용지속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장만족, 조직몰입및직무몰입등이향상되며, 이는곧직
원들의 이직을 감소시키는 것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이처럼 근로생활의 질에 대한 효과가 다양
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근로생활의 질을 다룬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며, 
조리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Kin(2010), Park(2011) 
그리고 Park(2016)의 3편이 확인되었다. 이 중 Kim(2010)은
서울지역 호텔 여성 조리사의 개인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에 따른 근로생활의 질의 차이를 파악하고, 근로생활의 질
이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살펴보았고, Park(2011)
은 호텔조리직원의 근로생활의 질이 조직유효성과 고객지

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Park(2016)은
조리사의 직업가치관과 근로생활의 질이 창업의지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과거의 연구에서 조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생활의

질과이직의도의관계를다룬연구는아직까지시도되지않

은것으로확인되는바, 본연구는 Y세대의이직에대한의
도와 결정이 기존 세대에 비하여 높고 빠르다(Howe & Stra- 
uss, 2000; Kim, 2013)는 현상에 주목하고, Y세대 조리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이직의도를 경감시킬 근로생활의 질에 대

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구
성원의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주제로 인정되어 왔으며, 이
직의도의 중요한 선행변수로 인식되어 온 심리적 조직몰입

(Meyer & Herscovitch, 2001; Lee & Han, 2015)을 본 연구에
추가 변수로 선정함으로써 근로생활의 질, 심리적 조직몰
입 및 이직의도의 인과적 관계를 새롭게 구안하였다. 이에
따른 본연구의 목적은 Y세대 조리직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근로생활의 질과 심리적 조직몰입의 직접적인 영향

력을 확인하고, 또한 근로생활의 질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서 작용하는 심리적 조직몰입의 간접영향(매개효과)을 실
증 분석함으로써 세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Y세대의 욕구와 차이를 잘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조직
의 일원으로써 최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미래 경영

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Kilber, Barclay, & Ohmer, 2014). 본
연구가 조리조직의 인사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Ⅱ. 이론적 배경

1. Y세대의 특성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세대란 같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나고 자라면서 비슷한 형태의 경험

을 하고, 공통성을 형성해 온 개인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yons & Kuron, 2014). 현재 산업현장에는 베이비
붐 세대, X세대, Y세대가 공존하는데,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고, X세대는 1965
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며, Y세대는 1981년에
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Kilber, Barclay, & 
Ohmer, 2014).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각 세대별 공통성은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관심 있는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왔

다. 이러한 공통성이 형성되는 이유를 밝히고자 시도한 연
구들 중, Mannheim(1952)에 따르면, 17세에서 25세 사이를
인격 형성기로 보고, 이 시기에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의미
있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세대에 비해 Y세대는 인격 형성기에 부모나 교
사로부터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자라는데(Twenge & Camp- 
bell, 2009), 이러한 이유로 Y세대가 그 전 세대보다 자신의
상급자와 더 자주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

력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Myers & Sadaghiani, 2010). 한
편, 베이비붐 세대의 공통성은 다른 세대에 비해 삶의 비중
을 일 자체에 가장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나며(Gursoy, Chi, 
& Karadag, 2013), X세대가 가진 공통성의 경우에는 협업, 
자율성, 독립성, 유연성, 일-개인생활 균형 등에 대한 강한
욕구로 나타난다(Tulgan, 2004). 이처럼 각 세대는 그 세대
가겪은역사적, 사회적, 문화적배경에따라각각의공통성
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구성을 세대 별로 살펴보면,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막 일터를 떠나기 시작하였고, X세대는 중
간관리자급 이상으로 이동하였으며, Y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단계전반에걸쳐포진해있다(Brown, Thomas, & Bo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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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2015).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인력관리를 담
당하는 관리자들에게 각 세대 별로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이해와 관찰을 요구한다. 특히 현
재와 미래의 산업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Y
세대에대해서는각별한주의와노력이필요하다(Kong, Wang, 
& Fu, 2015).

Richardson(2010)의 관광 환대산업 관련 Y세대 종사자의
공통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Y세대는 개인생활, 급여, 
승진, 유연성, 직업적 도전정신에 큰 가치를 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Y세대는 여가와 휴가로 사용하는 시간에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일을 자신들의 삶의 스타일을 유지

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Kerslake, 
2005; Morton, 2002). 또한 Y세대는 승진과 급여 인상에도
큰 기대를 가진다(Hill, 2002). 강한 흥미와 의미를 부여하는
업무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지만, 쉽게 싫증을 내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일이 도움이 된다는 조
건에서 조직에 충실하고, 만약 그들이 선호하는 조건에 맞
지 않는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Kerslake, 2005).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조직이 Y세대에 속하는 직원들에
게 의미 있고 도전적인 과업을 지속적으로 부여한다면 그

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Macey & Schneider, 2008; Gursoy, Chi, & 
Karadag, 2013).

2. 근로생활의 질과 Y세대

과거에 근로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다면현

재의 근로는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고 완성하는 중대한 삶

의 일부가 되고 있다(Park, 2016). 근로생활의 질(QWL)이라
는 표현은 1960년대 제네랄 모터스에서 일했던 Irving Blue- 
stone이라는 사람에 의해 조직된 인력개발프로그램에서 처
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근로생활과 관
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직장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

하게 되었다(Goode, 1989). 최근에는 근로생활의 질이 기업
의 지속가능성과 효용성에 관련된 지표로써 인식되는 추세

인데(Koonmee et al., 2010), 점점 경쟁관계가 복잡해져 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임금협상 결렬이나 노동쟁의와 같이 기

업이원치않는상황을미연에방지하는차원에서직원들의 
근로생활의 질은 중요한 전략적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Beauchamp, Bowie, & Arnold, 2004; Carroll & Buchholtz, 2006; 
Ferrell, Fraedrich, & Ferrell, 2008).
이처럼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근로생활의 질

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Boisvert(1980)는 개인, 조직, 사회
등 각각의 개체가 갖는 직업생활의 유익한 결과물이라고

정의하였고, Igbaria, Parasuraman과 Badawy(1994)는 직장 조
직의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특성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반

응이라고 정의하였다. Sirgy 등(2001)은 직장에서 얻어지는
자원, 활동, 성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만족이라
정의하였고, Martel과 Dupuis(2006)는 개인이 직장에서 여러
단계로 계급화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역동적으로 각 단계

를추구해나가면서경험하게되는상태라고정의하며, 그단
계별 목표들을 이루면서 얻어지는 욕구만족은 직업만족뿐

만아니라, 개인의일반적인삶의질, 조직의성과그리고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다양한 정의에서 보이듯이, 근로생활
의 질은마치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구조물과 같다(Tongo, 
2015). 근로생활의 질은 특정 조직에 속한 직원의 경험을
단순히 측정하는 것 이상이며, 개인의 상세한 가치체계, 예
컨대고용보장, 급여체계, 교육연수 및승진기회, 의사결정
참여등다양한개념을총망라한다(Considine & Callus, 2002).
한편, 많은 연구들이 제시한 Y세대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개인 삶의 질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직장업
무보다 이를 더 중시한다. 그들에게 친구와 가족 등과 같은
사적인 유대관계는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며, 취미생활에
대한 시간이 확보되는 등의 즐겁고 여유로운 생활을 바란

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work to live - not live to work)'는 말이 Y세대의직장
에 대한 관념을 잘 표현하고 있다(Kilber, Barclay, & Ohmer, 
2014). 또한직장생활을통해얻게되는결과에있어돈보다
는 자기개발이나 경력증진을 위한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며, 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과 개인 생활의 균형감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

긴다(Kong, Wang, & Fu, 2015). 직장생활에 대하여 이와 같
은 가치관을드러내고 있는 Y세대에게근로생활의 질은그
들의 조직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할 수있다. Y세대 직원의 근로생활의질에 대한 연구가 그
들의 조직행동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심리적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하여 느끼는 심리적 애

착 정도에 관한 연구는 조직행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



심순철․최현정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172

Personal quality

Social quality

Quality of work-life H 1

H 2

H 3

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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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Fig. 1. Research model.

는연구주제중하나이다. 이를조직몰입이라하며,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리몰입은 직원과 회사의 관계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조직몰입은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의 발전과 나의 발전을 동일시하며, 조직에 강한 애착
을 가지고 조직에 남아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이다(Chae, 
2007). 조직몰입은 한 기업의 재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높은 영업성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

소이며, 이러한 재무능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만족과 더불어 조직몰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Sirgy et 
al., 2001). Allen and Meyer(1990)는 조직몰입을 심리적 조직
몰입, 지속적조직몰입, 규범적조직몰입등세가지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직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직무에 감정적
으로 애착을 느끼는 상태를 심리적 조직몰입이라고 하고, 
조직에 남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라 판단하여 계속 남으

려는 태도를 지속적 조직몰입이라고 하며, 조직에 대한 의
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조직의 목표를 내면화한 심리적 상태

를 규범적 조직몰입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심리적 조직몰
입이 나머지 두 형태의 조직몰입에 비하여 개인의 내재적

가치가 더 반영되어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차원의

몰입으로 밝혀져 왔다(Koh & Seo, 2012).
한편, 이직의도는 한조직에속한직원이가까운시일내

에 이직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상태이다(Choi, 2012). 심리적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시

종일관 제시되는 결과는 두 개념 사이가 부정적 영향관계

에 있다는 것인데, 심리적 조직몰입 정도가 높은 직원일수
록현재의조직에계속남고싶어하는강한의지를가지며, 
결과적으로 이직의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Chang(1999)은
직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직원은 조직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되고, 이는 조직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
고, Ketchand와 Strawser(2001)는 심리적 조직몰입이 강한
직원은 다른 직업적 기회를 찾으려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 적다고 하였다. 특히 환대산업 분야에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직원들과 비교하여 Y세대에 속하는 직원들
이 더 높은 이직율과 낮은 조직몰입 정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Y세대 직원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조직에 대한 심리

적 계약상태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조직몰입과 조직에 대한

충성도 역시 낮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Blomme, van 
Rheede, & Tromp, 2010). 심리적, 지속적, 규범적조직몰입에 
대한 Meyer, Stanley, Herscovitch와 Topolnytsky(2002)의 연
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조직몰입 정도와 이직의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심리적 조
직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졌

다. 심리적 조직몰입이 직원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주요 선
행변인임을 주목해야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Y세대 조리사를 대상으로 근로생활의
질(개인적 품질, 사회적 품질)이 심리적 조직몰입과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근로생활의 질과 이
직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계된 연구모형
은 다음 Fig. 1과 같다.
직장생활에 만족하는 직원은 직장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직장에서 행복감을 느낀 직원은 조직에 보다 기여하
고자 노력하며 고용을 지속하고 싶은 의지가 향상된다

(Sirgy et al., 2001). 직원의욕구가충족될때, 즉근로생활의
질이 직원의 기대에 미칠 때 직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높아지고, 이직의도는저하된다(Chinomona & Dhurup, 2014).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조직에 대한 심리적 몰입도가 높은

직원일수록 고용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직장을 옮기려는
이직의도는낮은것으로나타나, 조직몰입은이직의도의주
요한 선행변수로 강조되어 왔다(Meyer & Herscovitch, 2001; 
Lee & Lee, 2012). 근로생활의질이심리적조직몰입에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또 심리적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면, 심리적 조직몰입은 근로생활의 질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 또 과거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며, 이를 Y세대 조리사에게 적용한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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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Y세대 조리사의 근로생활의 질은 심리적 조직몰
입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Y세대 조리사의 근로생활의 질(개인적 품질)
은 심리적 조직몰입에 정(+)의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Y세대 조리사의 근로생활의 질(사회적 품질)
은 심리적 조직몰입에 정(+)의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Y세대 조리사의 근로생활의 질은 이직의도에 부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Y세대 조리사의 근로생활의 질(개인적 품질)
은 이직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Y세대 조리사의 근로생활의 질(사회적 품질)
은 이직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Y세대 조리사의 심리적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Y세대 조리사의 근로생활의 질과 이직의도의 관
계에서 심리적 조직몰입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4-1: Y세대 조리사의 근로생활의 질(개인적 품질)

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조직몰입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4-2: Y세대 조리사의 근로생활의 질(사회적 품질)

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조직몰입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근로생활의 질은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영

위함에 있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조성되고, 부
여되는 직장 내의 환경과 근무조건이라고 정의하고, Sirgy 
등(2001)과 Tongo(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10문항을 적용
하여 측정하였다. 심리적 조직몰입이란 한 조직에 속한 구
성원이회사를위해최선을다해일하고기여하고자하는긍

정적인 감정적 몰입이라고 정의하고, Meyer와 Allen (1991)
이 개발한 3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직의도는 현
직장을 그만두려는 적극적인 의도라고 정의하고, Ka- ratepe
와 Kilic(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3문항을 적용하여 측정하
였다. 모든 문항은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리직 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수정

되었다. 제작된 설문지는 조리직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pilot-test)를 실시하고, 설문지 내용의 언어적
적합성과 측정 내용의 정확성은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

로 수정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
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는 명목척도를 활용하여 성별, 연령, 
학력, 직급, 근무처 유형 그리고 근무연수의 6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3. 표본의 선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호텔, 개인 외식업체 그리고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근무
하면서, 1981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한 Y세대 조리직
직원으로만 한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연구 목
적과 설문의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교육한 후에 배포

되었으며, 직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었다. 설문의
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의 하나인 편의표본추출방법

을 이용하였고, 조사 과정에서의 응답 방식은 직접 기입하
는 자기기입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1
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5일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총
250부 중 222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
치의 편중성향이 너무 강하거나, 다수의 결측 값이 존재하
는 15부가 제외되어, 최종 207부의 유효 표본이 분석에 적
용되었다.
본연구의실증분석을위해서는 SPSS 18.0을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유효표본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척도의 개념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각 변수 간 직접효과 분
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진행하고, 간접효과 분석을 위해서
는 Hayes(2013)가 보급한 PROCESS macro를 적용하였다.

Ⅳ. 실증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표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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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s

Variable N(%)

Gender
Male 139( 67.1)

Female 68( 32.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0(  4.8)

College degree 73( 35.3)

University degree 115( 55.6)

Graduate degree 9(  4.3)

Type of
work place

Hotel restaurant 117( 56.5)

Independent restaurant 48( 23.2)

Franchised restaurant 42( 20.3)

Age
20∼29 141( 68.1)

30∼39 66( 31.9)

Number of
service years

Intra-annual 23( 11.1)

1∼3 years 94( 45.4)

4∼6 years 48( 23.2)

7∼9 years 33( 15.9)

Over 10 years 9(  4.3)

Position

Non-manager 155( 74.9)

Middle manager 47( 22.7)

Manager 5(  2.4)

Total 207(100.0)

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고, 요인회전은 직각회
전 중 배리맥스를 선택하였다. 요인 추출 과정에 있어서 고
유치(eigenvalue) 기준을 적용하여 1.0보다 큰 변수로 분석
하였다. 아울러 설문문항과 요인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알
아보기 위 신뢰도 분석을 통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도
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모든 개념의 KMO 수치는 0.5를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나, 획득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실행하는 것에 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측정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0.6을 상회하였고, 모든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사회
과학에서 인정하는 기준인 0.6이상으로 확인되었다(Hair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각 차원별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분석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근로생활의
질은 10개의 문항이 2개의 요인으로구분되었으며, 이는 각

요인의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적 품질과 사회적 품질이라고

명명하였다. 심리적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의 경우에는 각각
단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3. 가설의 검증결과 및 해석

1) 가설1의 검증결과

Y세대 조리사의 근로생활의 질(가설 1-1, 개인적 품질/ 
가설 1-2, 사회적 품질)은 심리적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값
(170.857)은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
형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회귀모형의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0.626으로 확인되었다. Cohen이 제안한 R2값의 해석기준에

따르면 R2가 0.25보다 클 때 변수 간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
이 크다고 할 수 있고, 0.25보다 작으며 0.09보다 클 경우
그 설명력이 중간 정도이며, 0.09보다 작고 0.01보다 클 경
우 약한설명력을 지닌다고하였다(Kim & Kim, 2011). 따라
서본회귀모형의변수간영향력에대한설명력은매우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적 품질은 조직몰입 향상
에 유의한 영향(β=0.616,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사회적 품질 역시 조직몰입 향상에 유의한 영향(β= 
0.302,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가설 1-1과 가설 1-2가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3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 가설 2의 검증결과

Y세대조리사의근로생활의질(가설 2-1, 개인적품질/ 가
설 2-2, 사회적품질)은이직의도에부(—)의영향을 미칠것
이라고설정한가설 2를검증하기위하여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값(10.674)은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타당성이 확보

되었으며, R2값은 0.095로 확인되어 본 회귀모형의 변수 간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중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인적 품질은 이직의도를 경감시키는 것에 유의한

영향(β=—0.288,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사회적품질이이직의도에미치는영향력은유의하지않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1만이채택되고,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Table 4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3) 가설 3의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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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es

Factor Variable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Factor
loading Cronbach's α

Quality of 
work-life

Personal 
quality

․I am satisfied with what I am getting paid for my work.

4.422
(32.932)

.729

.845

․My job does well for my family. .765

․My job provides good health benefits. .683

․I feel that my job at the organization is secured for life. .684

․I have enough time away from work to enjoy other things 
in life. .755

․I feel appreciation from my organization. .755

Social 
quality

․I have good friends at work. 

1.808
(29.372)

.694

.840

․People within my profession respect me as an expert in my 
field of work. .806

․I feel that my job allows me to realize my full potentials. .864

․I feel that I am realizing my potential as an expert in my 
line of work. .852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84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924.171, p=.000(df=45)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I talk up my company as a great organization to work for.

2.311
(77.045)

.884

.851
․I am willing to put in effort beyond what is normally 

expected. .832

․My company really inspires the very best in me in the way 
of job performance. .916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69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285.147, p=.000(df=3)

Turnover
intention

․I will look for another job.
2.507

(83.566)

.854

.902․I am thinking about quitting my job. .937

․I used to have the idea of quitting the current job. .949

KMO(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0.69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459.425, p=.000(df=3)

Table 3. Effects of qality of work-life on affective commitment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271 .269  1.011 .313

Personal quality .661 .051 .616 13.069 .000***

Social quality .335 .052 .302  6.399 .000***

R2=.626, Adjusted R2=.623, F=170.857(p=.000)

*** p<.001.

Y세대 조리사의 심리적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미칠것이라고설정한가설 3을검증하기위하여회
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F값(39.209)

은 p<0.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타
당성이 확보되었으며, R2값은 0.161로 확인되어 본 회귀모
형의 변수 간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중간 정도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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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quality of work-life on turnover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5.812 .530 10.973 .000

Personal quality —.392 .100 —.288 —3.928 .000

Social quality —.058 .103 —.041  —.564 .573

R2=.095, Adjusted R2=.086, F=10.674(p=.000)

*** p<.001.

Table 6. Mediation effects of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urnover intention

Indirect effect β Boot SD LLCI ULCI Z score p Result

Personal quality →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
turnover intention —.3913 .0913 —.5774 —.2140 —3.9141 .0001 Supported

Social quality →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
turnover intention —.3554 .0772 —.5213 —.2190 —4.9862 .0000 Supported

확인되었다. 또한 심리적 조직몰입은 이직의도를 경감시키
는 것에 유의한 영향(β=—0.401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Table 5는 그 결과
를 정리한 것이다.

4) 가설 4의 검증결과

근로생활의 질(가설 4-1, 개인적 품질/ 가설 4-2, 사회적
품질)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적용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Hayes, 2013)는 매
개효과나 조절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기존의 방식에서 나타

나는 오류를 보완하고, 분석과정을 간소화하여 편리함과

Table 5. Effect of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urnover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6.298 .396  15.889 .000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508 .081 —.401 —6.262 .000

R2=.161, Adjusted R2=.156, F=39.209(p=.000)

*** p<.001.

정확성을 더한 분석방법이다(Choi, 2016). 분석 결과, 개인
적 품질 및 사회적 품질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조

직몰입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음의 Table 6은 심리적 조직몰입의 매개변수 역할에 따른
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Ⅴ. 결 론

식음료 상품의 품질은 이를 제조하는 조리사에 의해 결

정되므로 식음료와 관련된 산업에서 조리사는 그 어떤 구

성원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조리부서의 경우, 
식음료부서보다도인적의존도가높은조직에속하므로, 숙
련되고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고객만족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Jeon, 2014). 한편, 전 분야
의 산업현장에서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Y세
대 구성원은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기존세대와 다른 특성
과 차이가 조직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며, 이들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게 하고 있다. 특히
그들에게 나타나는, 기존 세대와 다른 현상 중 하나는 높은
이직률이다(Howe & Strauss, 2000; Kim, 2013). 이에 본 연구
는 Y세대의 조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이직의도를
저하시키는 것에 효과적인 변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탐색하여 이직의도의 선행 변인으

로 근로생활의 질과 심리적 조직몰입을 설정하고, 그 인과
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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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근로생활의 품질 중에서 개인적 품질과 사회적 품
질은 모두 심리적 조직몰입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품질보다는 개인적 품질을
높이는 것이 심리적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 것에 보다 효

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근로생활의 품질 중에서
개인적 품질은 이직의도의 저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품질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심리적 조직
몰입은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근로생활의 품질(개인적 품질, 사회
적 품질)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조직몰입은 매개
작용이 유의하여 간접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학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근로생활의 품질은 개인적 품질과 사회적 품질이

라는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근로생활의 품질을 다루
었던 과거의 연구들에서 근로생활의 품질을 측정하는 변수

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Walton(1973)
은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조건, 능력
개발 기회의 제공, 안정과 성장가능성, 공동체의식과 직장
분위기, 작업조직의 제도화, 직장과 사생활의 조화, 그리고
근로생활의 사회적 기여라는 8개의 구성요인을 제시하였
고, Albrecht(1983)는 직무의 유의미성, 적절한 작업조건 등
10가지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Szilagyi와 Wallace(1987)
는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 과정적 차원 및 구조적 차원
의 4가지 구성요인으로 구분하여 근로생활의 품질을 구성
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적절한 급여, 가정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 건강검진 등 개인의 안위, 안정성, 직장과
사생활의 균형 등과 같은 개인적 품질과 좋은 동료와의 관

계, 조리사로서의 인정, 능력의 발휘, 조리사로서의 자부심
등 사회적 품질이라는 2개의 요인 구성을 제시함으로써 또
다른 측정요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한 실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Y세대 조리사의 심리적 조직몰입을 향상
시키는 것에 보다 효과적인 것은 개인적 품질을 높이는 것

이었다. 이는 적절한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양질의 건강검
진을 제공하는 등의 직원 개개인의 안위를 살피는 직장 내

복지혜택을 마련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
책을 마련하여 가정생활의 안정에도 기여할 때 그들의 심

리적 조직몰입도는 보다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개인적 품질의 향상은 이직의도를 경감시

키는 것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조리업계의 경
영자 및 관리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주목하고, 그들의 개인

적 근로 품질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
선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하겠다. 아울러 동
료 및 상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즐겁고

긍정적인 조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리직 전문가로서
실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기회를 마련해

주며,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자부심
을 높이는 사회적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심리적 조직몰

입을높일수있는중요한조건이라는것을본연구를통해

알수있었다. 한편, 사회적품질이이직의도의저하에미치
는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근로생활의 품질(개인적
품질, 사회적 품질)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조직몰
입의 간접효과가 검증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개인적 품질
과 사회적 품질을 개선함을 통해 심리적 조직몰입을 높인

다면 이것이 곧 이직의도의 저하로 이어져 조리직 종사자

의이직률을낮추는것에도효과를기대할수있음을본연

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Y세대의 욕구와 차이를 잘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그들

로부터 최상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미래 경영의 큰 과

제로 인식되면서, Y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
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가 국내 Y
세대의 조리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첫 번째 시도의 연구라

고 사료되는 바, 본 연구를 기점으로 보다 다양한 방향의
새로운 연구를 통해 미래의 조리경영 조직을 위한 실질적

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라는 바이다.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에종사하는직원중에서도조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가 일
반적인 객관성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

다. 보다 다양한 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
를 확대한다면, 각 조직 별 특성에 따른 폭넓은 시사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글 초록

본연구의목적은국내 Y세대조리사를대상으로근로생
활의 질, 심리적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의 인과적 영향 관계
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
내 호텔, 개인외식업체 및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근무하
는 조리사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획득
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탐색적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및 PROCESS 
Macro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근로생
활의질은개인적품질과사회적품질의 2개요인으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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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근로생활의질을 구성하는 1개의요인은 모두심리
적조직몰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나 근로생활의 질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개인적 품

질만이 이직의도를 저하시키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품질과 이직의도의 관계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 조직몰입은 이직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조직몰입은근로생활의질(개인적품질, 사회적품질)과이직
의도의관계에서매개작용이유의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
러한결과에따른시사점이연구의결론부분에논의되었다.

(주제어: 근로생활의 질, 심리적 조직몰입, 이직의도, Y세
대,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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