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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motivation of career choice for chefs in luxury hotels through IPA analysis 
ba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n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motivations of career choice on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tched aptitude” and “interest in cook” were found as factor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Second, sufficient reward should be provided through incentive, increasing salary, and promotion. Third, the 
system of internship and temporary employee should be revised, and the motivation should be provided through performance- 
based reward and incentive system. Fourth, fair personal evaluation, transparent promotion system, fair reward system should be 
required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Fifth, internal environment is important rather than social reputation or popularity for those 
who consider chefs as future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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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산업이 고도로

분화되어 발전하면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일의 내
용도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Kim, 2010). 다양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복잡해진 직업세계에서 한 개인이 성공적인 직업생

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Park, 2002).
직업선택동기는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초기 단계에

고려하는 요인들로 직무만족이나 이직의도, 즉 조직효과성
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Holland, 1985; Lee, 2008), 
조직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노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대상의욕구를파악하고, 한편 
충족시키기위한요인을규명하여동기부여하는것이반드

시 필요하다.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도 직업은 경제적, 사회

적 그리고 자아실현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

하다(Son & Kang, 2011).
일부 직업군들(공무원, 교사, 대학생 등)에 대한 직업선

택동기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도전기회, 보
수, 사회적 평가, 가족들의 호감도 수준, 존경하는 분의 영
향, 타인에대한봉사정신, 여가선용기회, 함께일하는사람
들에대한호감등외재적가치및내재적가치에걸쳐다양

한 이유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4)
특히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은 시대

적․개인적 선호,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Lee, 2002). 정보화, 서비스화의 진전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관련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같이 직업 세계의 판도 역시
서비스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Song, 2006).
그러나 공교롭게도취업을앞둔관광전공대학생의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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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대해매우낮은평가를내리는것은물론, 해당직업
에 대한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Kim & Chun, 
2007).
호텔은 인적의존도가높은 직업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

에 호텔조직 구성원의 가장 핵심적인 종사원들의 직업의식

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호텔조직 구성원들은 해당 기업에
바라는 욕구나 동기가 점점 다양해지고, 조직에서 제공하
는 보수, 근로환경, 신분보장과 같은 물리적 조건들 외에도
자아실현, 회사 비전, 인사정책 공정성 등 조직에서 제시하
는전반적인고용관계를고려하여입사하고있다(Kim, 2010).
지금까지 호텔 및 관광분야에서는 직업선택동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직업선택 동기와 취업결

정 요인(Jeong, Park, & Ha, 2014), 호텔종사원의 직업선택
동기(Kim & Ko, 2012), 직무만족(Park, 2012), 레스토랑선택
속성(Kim, 2013), 호텔및관광전공학생들의직업선택에대
한 직업가치(Choi, 2014)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 조리
분야에서는 호텔조리사직무환경에 따른 직무성과(Kong & 
Oh, 2015)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지만, 서비스
업에서 실무적 기술을 다루는 호텔 조리사들의 직업선택에

대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주방종사자들의직업선택에 있어주요변수와동기

는고객만족도에영향을줄수있는선행변인이되기때문

에, 해당 기업에서는 종사원들의 직업선택 동기에 대한 중
요성을 인지하고, 주요 영향변인을 실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적 의존
도나 고객과의 서비스 접점이 높은 호텔산업의 종사원들의

직업선택 동기는 기존 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원들과 직업선

택 동기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관

련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리사들이 특급호텔에 취업 후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장, 일에 대한 합당한보수, 복리후생, 
공정성, 일에대한성취감, 주어진직무에대한만족도등은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기요인을 추출

하고자하였고, 이러한동기들이 IPA 분석을통하여중요도
와 만족도 간에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써 학술적인 측면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높을 것이다. 또한 호텔
조리사들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현실적․이론

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호텔기업에서의 인적자원 관리운영

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한 호텔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예
비조리사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단순 인기성 선택이 아

닌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선택동기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 즉 개인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지위와 역할에 따른 사회적 보장과 관

련성을 맺기 때문에, 권력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
다.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에서 직업을 갖는 것은 개인의 능
력, 관심 그리고 결정에 의해 개개인들이 현대 사회의 조직
적인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Moon, 2010).
직업선택 동기를 크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

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재적 동기는 일에 대한 흥미나 도전
의식을 느껴 성취감이나 만족감, 기쁜 감정을 얻기 위해 자
발적으로 부여되는 동기이며, 외재적 동기는 외부적인 요
구나 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근원이며, 
무동기는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정

의하고 있다(Dermody. Young, & Taylor, 2004). 따라서 이러
한 맥락에서 내재적 직업선택동기는 이타주의, 책무감, 개
인의 친 사회적 행동, 공직동기 등으로 개념화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외재적 직업선택동기의 경우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혹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욕구 등으로 개념

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Park & Word, 2012).
Kim & Min(2013)은 Alderfer(1972)의 ERG이론을 토대로

직업선택 동기를 존재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 
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의 3가지로 구분하
였는데, 먼저 성장욕구는 자기 존중과 관련된 자아실현 욕
구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내적 욕구라 할 수 있다. 존재
욕구는 의식주를 포함한 생존과 관련된 욕구이며, 관계욕
구는사람과의관계에서갖게되는소속감, 인정, 우정등과
관련된 욕구를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 욕구는 외재적 욕구
라 할 수 있다.
직업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자아실현적 의미를 함축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의미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일 개인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여
일을 할 경우에 일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실현을 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그러므로 각 개인들에게 직업선택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Son & Kang, 2011).

Casado(1992)는 호텔외식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여 직업을 선택할 시 급여와 같은 외재적 동기

보다는 도전의 기회, 업무에 대한 흥미 등 내재적 동기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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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가속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물질적인 풍요는 현대인이

직업적 가치를 경제적인 관점보다 내재적인 차원에서 찾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Au, Tsai & Ieong(2009)은 직업선택동기
를 높은 임금, 즐거운 작업환경, 적은 스트레스, 새로운 기
회, 작업장환경, 능력자질발휘, 시간적여유, 이직용이, 안
정적 직업시간, 직업 안전성, 작업장소 편리성, 승진기회, 
학습기회, 동료애, 직업경험, 복지후생 등으로 밝혔다.

Cha & No(2010)의 연구에서는 관광관련 학생들을 대상
으로동기를즐거움을찾을수있는직업, 즐거운근무환경, 
직업 안정성,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동료, 경력 기간 동안
높은 수입,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 책임감을 주는 직
업, 승진 가능성,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 합리적인 업
무량, 학부전공 활용성, 초임봉급, 많은 교육훈련기회, 지적
도전을 제공하는 직업,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직업, 직업
이동성, 존경받는직업, 다른직종으로옮길때도움이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직업,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직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
기로 나누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텔관광분야에 적용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본

연구에 적용을 하였다.

2. 직무만족

Cranny, Smith와 Stone(2001)는 직무만족이란 직무에 대
한 정서적, 감정적 반응이며, 실제결과와 기대하던 결과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종사원은
직무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정신적 고갈상황을

극복한다면 직무에 대한 성취감 증대로 인하여 직무만족은

증가한다(Zembylas, 2005).
직무 만족은 경영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오랜 연구

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평가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조직은 구성원의 노력을 통해 목표
를 달성하려고 하므로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된 직무는 개

인과 조직을 매개하는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on, 2015; Joo, 2004).
Park(2009)은 직무만족을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직무 또

는 직무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나

타내는 태도로써 종사원들의 건강, 안전, 성장을 표현하는
태도라고설명하고있다. 따라서직무만족은단일차원이아
닌다양한직무차원에서설명되는복합적인개념이므로, 종
사원의 주관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성과 함께 조직의 생산

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숙고되어야 한다.
Kong과 Oh(2015)는 구조적 경력 정체보다 내용적 경력

정체가 직무 만족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와 상이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호텔 조리사의 경
우 조리 기술을 바탕으로 조리부서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

하다고 인식되어 호텔 내 다른 부서나 다른 직무로의 이동

보다는 승진이나 보상 등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Park(2012)은 호텔 종사원들의 입사 전 직업선택동기는

능력자질 발휘, 새로운 기회, 적성에 맞음, 유망직종, 직업
전망, 취업의용이성, 지기발전기회등사회적환경을중요
시하는 것으로분석되었으며, 직무만족에서는복지후생, 급
여, 빠른 승진기회 부여 등 실절적인 혜택 면에서 종사원들
의 만족도는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Yun, Rha와 Lee(2013)는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과의 인
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
파워먼트의 하위요인(자기권한, 의미성, 역량성)들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여기서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인 중 의미성이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

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의 영향력은 자기권한
이 미치고 있으며, 역량성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동기에 따라서 직무만족

간에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조

리사 직무만족의 변수를 추출하였다. 

3. IPA 분석

중요도-만족도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은 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요소에 대하여 중요도 및 만족도

를 평가하여효율적인우선순위결정에 활용하는기법으로, 
소비자관련 연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방법 중 하나이

다(Martilla & James, 1997; Lee, OH, & Park, 2009). IPA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자가 이용 후 어떤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이

용후그속성에대해실제사용후의만족도를평가함으로

써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으로(Hammit, 1996) 고객들이 중시하는 요소와 이들 요
소에 한 고객의 만족도를 매트릭스 상에 표시하여 해석한

다. X축에는속성의요도를표시하고, Y축에는실제만족도
(성취도)를 표시하는데 각 4분면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이 연구는 IPA 기법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

를가수는다음과같은절차로진행되었다. 먼저, 이연구의
목적에 맞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패밀리레스토랑 조직구

성원의 직업선택 동기에 대한 Jung과 Kim(2013)의 연구에



23(3), 38-49 (2017)                  특급호텔 조리사 직업선택동기에 따른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41

서는 중요도 순위 분석을한 결과, ‘적성에 맞음’을 가장 중
요시하고, ‘시간적인여유’는가장중요하지않는것으로나
타났다. 높은 중요도를 보인 변수로는 주로 직업존중과 자
아실현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고, 낮은 중요도는 임금보장, 
고용안정, 근무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Kim과 Ko(2012)는 호
텔 종사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에 비해 회사에서의 실행도

가 낮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2사분면의 항목을 살펴보면 직
업적 전망과 비젼, 업무환경, 도전적인 업무, 타인 인정, 취
업과 이직 용이, 승진기회, 시간적인 여유, 안정적인신분보
장과 더불어 능력 발휘와 자아실현, 자기발전 등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PA분석을 통하여 특급호텔조
리사 직업선택동기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점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과제의 설정

본 연구는 본 연구에서는 첫째, 특급호텔 조리사들이 어
떠한 동기요인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지에 대해 중요

도와 만족도 간에 IPA분석을 통하여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특급호텔 조리사의직업선택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영향을확인한다. 본연구를수행하기위하여 Son과
Kang(2011), Casado(1992), Byun과 Ko(2012)의 연구들의 바
탕으로 연구 과제 1과 Jung과 Kim(2013), Kim과 Ko(2012), 
Jung과 Kim(2013)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연구과제 2를 설정
하였다.

연구과제 1. 특급호텔조리사의 직업선택동기에 대한 중
요도와만족도분석을통해차이를규명한다.

연구과제 2. 특급호텔조리사의 직업선택동기가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H1. 특급호텔조리사의 직업선택동기(환경적 동기, 개
인적동기, 사회적동기, 복지적동기)가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설계

2016년 12월 1일∼12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말을 맞이하
여 1년중가장사원수가많은 12월을선택하여서울시내의
최근 건축된 호텔이 아닌 1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특급호
텔 10곳에각각 40매, 총 400매를배포하였다. 그중 380부의
설문지를 회수되어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외한 350

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부의 설문지가 최종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법을 적용하여 설문항목에 대해

개인적으로 기입하는 자기기입방법을 사용하였다. 직업선
택동기에 관한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20개 항목, 직무만족 7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첫 번째로 선행연구의 자료들로 구성된 특급호텔조
리사 직업선택동기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여 IPA분
석을 실시하였고, 두번째로 조리사직업 선택동기요인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특급호텔 조리사직업 선택 동기

특급호텔조리사직업선택 동기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먼

저 Casado(1992)의 외재적인동기인도전의기회, 업무에 대
한 흥미 등과 Bok(2000), Lee(2007)의 개인적 동기요인으로
지능, 적성, 인성, 흥미, 신체적 조건, 가치관, 인생관, 자아
관, 학력, 성, 종교, 배경 등 환경적 요인인 부모 직업, 가정
의사회․경제적지위, 부모의가치․직업관, 부모기대감등
의 요인, Ieong(2009)의 참고하여 20개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직무만족

조직은 구성원의노력을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하므로

조직 구성원에게 부여된 직무는 개인과 조직을 매개하는

연결고리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Park(2009), Kong과 Oh 
(2015), Yun, Rha와 Lee(2013)의 연구를 통하여 7개 직무만
족에 관한 변수를 추출하여 리커트 5점 측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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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에서 살펴보면, 성
별은 남성이 222명(63.43%), 여성 128명(36.57%)으로 여성
보다 남성이 많았으며, 연령은 20∼29세 136명(38.86%), 30
∼39세 112명(32.00%) 순이며, 교육수준은 전문대학 172명
(62.86%), 정규대학 80명(18.57%) 순으로 높으며, 직장전공
은 서양식주방 220명(62.86%), 동양식주방 65명(18.57%), 월
소득에서는 2,000,000원 이하 40명(11.43%)이 가장 적게 나

Table 1. Measurement of the variables (n=350)

Category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

Gender
Male 222 63.43

Female 128 36.57

Age

20∼29 136 38.86

30∼39 112 32.00

40∼49  77 22.00

50∼59  25 7.14

Education

Junior college degree 172 62.86

University degree  80 18.57

Graduate school
and more  68 8.57

Others  30 10.00

Job major

Western kitchen 220 62.86

Oriental kitchen  65 18.57

Bakery kitchen  30 8.57

Others  35 10.00

Monthly 
income
(won)

Under 2,000,000  40 11.43

2,000,000∼2,990,000  90 25.71

3,000,000∼3,990,000  85 24.29

4,000,000∼4,990,000  70 20.00

Over 5,000,000  65 18.57

Experience
(years)

1∼3  40 11.43

3∼5  66 18.86

5∼10  52 14.86

10∼15  70 20.00

15∼20  62 17.71

Over 20  60 17.14

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소득이 가장 많은 5,000,000원 이상
은 65명(18.57%)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으로는 10∼15년
70명(20.00)이 가장 많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12월 1일∼12월 31일까지 1개월간

서울시내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조리사 직업선택동기에 대

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선택동기를 측정하는 20
개 항목에 대한 요분석을 실시한 결과, Varimax rotated loa- 
ding 값이낮은 Prefer of service industry .455를제거하고, 19
개의 항목으로 요인분석하여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단일차원성

을검증하였다. 추출된요인의내적일관성을검증하기위해 
신뢰도분석을실시하였으며, 환경적(.851), 개인적(.902), 사
회적(.649), 복지적(.609)은 모두 신뢰성을 가진다. Total Cu- 
mulative Variance 76.742%, KMO=.889, Bartlett’s test=9,632.969
로 변수선정과 모형적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직무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은 직무측면만족과 개인측면만족 2요
인으로 나누어졌으며, 직무측면(.882), 개인측면(.772)은 신
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otal Cumulative Variance 
73.102%, KMO=.854, Bartlett’s test=1,364.635로 변수 선정과
모형적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2. 가설검정

1) 특급호텔 조리사직업선택 동기에 의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검증 결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자가 이용 후 어떤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와 이용 후 그 속성에 대해 실제 사용

후의만족도를평가함으로써각속성의상대적중요도와만

족도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법이다. Jung과 Kim(2013), Kim
과 Ko(2012)의 연구를 통하여 특급호텔 조리사직업선택 동
기와 직무만족에 따른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점을 측정하

였다.
특급호텔 조리사직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요도 항목에서는 ‘신분보장’, ‘요리에 대한 흥미’, 
‘타인의 권유’, ‘취업의 용이’, ‘높은 수입’, ‘복리후생’ 등은
높은 순서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인식도’, ‘부수적 수당’, 
‘기술직’, ‘업무에서부터 지속적인 학습’ 등은 낮게 나타났
다. 반면, 만족도에서는 ‘개인창업용이’가가장높게 나타났
고, ‘기술직’, ‘적성일치’, ‘신분보장’, ‘요리에 대한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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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n motivation of culinary job selection

Factors Variables
Component

Varimax rotated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Cronbach' α

Environment

Facilitated of employment .871

10.016 52.715 .851

High income .867

Opportunity of promotion .796

Matched aptitude .791

Opportunity of self-development .788

Individual

Steady learning from the task .836

 1.880  9.893 .902

Reward .835

Social awareness .777

Incidental extra pay .775

Technical positions .653

Individual establishment facilitated .593

Social

Social reputation .795

 1.447  7.614 .649

Artistic sense .785

Interest in cook .660

Popular social .628

Solicitation of others .625

Welfare

Welfare .811

 1.239  6.520 .609Guarantee of status .811

Working hours .674

KMO=.889, Bartlett's test=9,632.969, p=.000, Total cumulative variance=76.742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n job satisfaction 

Factors Variables
Component

Varimax
rotated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Cronbach' α

Aspects
of the
task

Reasonable compensation and promotion .904

4.117 58.813 .882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grant 
satisfaction .852

Overall satisfaction of duties .846

Opportunity of private ability .625

Aspects
of the 

individual

The degree of coincidence with the aptitude .822

1.000 14.289 .772Satisfaction with superiors and colleagues relationships .778

Satisfaction of the work environment .745

KMO=.854, Bartlett's test=1,364.635, p=.000, Total cumulative variance=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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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IPA on motivation of culinary job selection

Items Importance 
average (s.d)

Importance 
sequence

Satisfaction 
average (s.d)

Satisfaction 
sequence

Importance- 
satisfaction

Importance- 
satisfaction
sequence 

1. Opportunity of self-development 3.71(1.09) 12 3.49(1.14) 13 0.22 10

2. Welfare 3.91(.942)  6 3.52( .98) 12 0.38  6

3. Guarantee of status 4.13(.819)  1 4.06( .92)  4 0.06 12

4. Steady learning from the task 3.27(1.16) 16 3.79( .89)  8 —0.52 18

5. Facilitated of employment 3.93(1.05)  4 3.66(1.08) 11 0.26  9

6. Matched aptitude 3.83(.984)  8 4.16( .83)  3 —0.34 17

7. Prefer of service industry 3.72(1.07) 11 3.80( .89)  7 —0.08 15

8. Social awareness 3.01(1.21) 20 2.74( .88) 17 0.28  8

9. Social popular 3.64(1.03) 14 3.70( .83) 10 —0.05 14

10. Solicitation of others 3.95(.933)  3 3.15( .83) 15 0.80  3

11. Interest in cook 4.08(.843)  2 3.90( .85)  5 0.19 11

12. Individual establishment facilitated 3.28(1.16) 15 4.37( .77)  1 —1.09 19

13. Technical positions 3.08(1.26) 18 4.28( .65)  2 —1.20 20

14. Artistic sense 3.82(.981) 10 3.79( .86)  9 0.03 13

15. Motivated by the media 3.86(1.01)  7 3.21( .96) 14 0.65  4

16. High income 3.92(1.04)  5 2.63( .76) 20 1.29  1

17. Incidental extra pay 3.02(1.20) 19 2.69( .95) 18 0.33  7

18. Rewards 3.27(1.15) 16 2.65( .94) 19 0.63  5

19. Opportunity of promotion 3.83( .97)  8 2.85(1.05) 16 0.98  2

20. Working hours 3.71(1.00) 12 3.85( .80)  6 —0.14 16

‘근무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분보장’, ‘요리에 대한 흥미’는 중요도와 만족

도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즉 요리분야는 타
직종에 비하여 특정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의 적성을 고려
하여직업을선택해야된다고볼수있다. 또한 ‘높은수입’, 
‘부수적수당’은중요도가높지만, 만족도는가장낮게나타
났다. 이를 볼 때 서비스업이 타 직종에 비하여 이직율이
높은이유중의하나가이러한이유때문이라고볼수있다. 
특급호텔 조리사직업선택 동기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의 평균값을 평면도형 위에 표시하여 각 항목에 대한 차이

를 파악하였다.
1사분면(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의 영역은 ‘자기개

발의 기회’, ‘신분보장’, ‘복리후생’, ‘취업의 용이’, ‘적성일
치’, ‘서비스업 선호’, ‘요리에 대한 흥미’, ‘예술적 감각’, 
‘근무시간’ 등의 항목이 포함이 되었다. 1사분면에 포함된

항목들은 비추어 볼 때 요리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일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사분면(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의 영역은 ‘타인의

권유‘, ‘매스컴에 의한 동기’, ‘높은 수입’, ‘승진의 기회’가
포함이 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항목들을 볼 때 매스컴에 의
해 비추어진 요리사의 직업과 실재 현장에서 경험한 요리

사 직업에 대한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3사분면(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에는 ‘사회적 인식

도’, ‘부수적 수당’, ‘성과보상’ 등이포함되었다. 여기에 포
함된 항목을 볼 때 호텔그룹들은 타 직종에 비하여 사회적

인식도와 개인에 대한 혜택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4사분면(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에 ‘업무에서 부터

지속적인 학습’, ‘사회적 인기’, ‘개인창업용’, ‘기술직’이 포
함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항목을 살펴볼 때 조리사는 기술
직으로 창업에 쉽게 용이하기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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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pact on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Aspects of the task)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Significan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Constant) .887 .131  6.782 .000

Environment .423 .037   .510*** 11.385 .000

Individual .091 .032   .124**  2.811 .005

Social -.015 .044 —.016 —.347 .729

Welfare .297 .039   .319***  7.687 .000

R2=.674, Adjusted R2=.670, F=178.100, p-value=.000***

* p<.05, ** p<.01, *** p<.001.

Fig. 2. 그림 중요도-만족도 IPA(기준선: 중요도 평균 3.65, 
만족도 평균 3.51).

2) 특급호텔 조리사 직업선택동기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H1)

특급호텔 조리사 직업선택동기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급호텔조리사 직업선택동기인 환경적 동기, 개인적 동기, 
사회적 동기, 복지적 동기가 과업에 대한 직무만족과 개인
측면에 대한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
기 위해서 먼저, 직업선택동기와 과업에 대한 직무만족 간
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직업선택동기와 개인
측면에대한직무만족간의관계를회귀분석하였다. 회귀분
석 결과, 환경적 동기(β=.510, p<.001), 개인적 동기(β=.124, 
p<.001), 사회적 동기(β=.319, p<.001)는 과업에 대한 직무만
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복
지적 동기(β=-.018, n.s.)는 과업에 대한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환경적동기(β=.217, p<.001), 개인적동기(β=.268, p<.001), 

복지적 동기(β=.460, p<.001)는 개인측면에 대한 직무만족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
적 동기(β=—.096, n.s.)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6).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내 10개 특급호텔의 조리사들이직
업을 선택한 후, 근무하는 동안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따라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난 뒤, 직업선
택동기에 따른 어떠한 요인들이 직무를 만족에 영향을 주

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의 결과에 따라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호텔기업에서의 인적자원 관

리운영에 대한 시사점이나 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이직의도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무적인 정책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급호텔 조리사 직업선택동기를 측정하는 20개 항목에

대한 구성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직무만족에

대한 7개 항목에대하여 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단일 차원성을 검

증과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선정과 모형 적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중요도와 만족도를 차이
검증을 통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고, 직업선택동기에 따
른 직무만족을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im과 Ko(2012)의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

의 선행연구자들은 성별, 연령대, 근속년수, 직급, 학력, 월
평균 소득, 회사 등급, 전공 등 모은 차원에서 직업선택 동
기, 추천의도와 전반적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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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mpact on the degree of fob satisfaction (Aspects of the individua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t Significant probability

B Standard error

(Constant)   .230 .184 　 1.255 .210

Environment   .183 .043   .217*** 4.266 .000

Individual   .258 .070   .268*** 3.676 .000

Social —.097 .073 —.096 —1.334 .183

Welfare   .530 .056   .460*** 9.398 .000

R2=.751, Adjusted R2=.565, F=111.814 (p-value=.000)

*** p<.001.

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개인적, 사회
적, 복리후생에서 소득, 보상, 부수적수당과관련된상항들
은동기는높게나타난반면, 만족도가낮게나타났다. 특히
만족도에서 사회적 요인은 선행연구와 달리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특급호텔 조리사직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요도 항목에서는
‘신분보장’, ‘요리에 대한 흥미’, ‘타인의 권유’, ‘취업의 용
이’, ‘높은 수입’, ‘복리후생’ 등은 높은 순서로 나타났지만, 
반면 만족도에서는 ‘개인창업용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술직’, ‘적성일치’, ‘신분보장’, ‘요리에 대한 흥미’, ‘근무
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Kim, Min, Lee & Park(2013)의 연구
에서는 개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 등이 직업선택동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하였다. 이를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창업 용이’, ‘기술직’, ‘요리
에 대한 흥미’는 조리사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자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개인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같이 조리사는
타 직종과 달리 ‘요리에 대한 흥미’와 ‘적성일치’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사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하여 조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둘째, 신분보장, 복리후생 등은 중요도에서 높은 값을 차

지하고 있다. 반면 ‘높은 수입’, ‘부수적 수당’은 중요도가
높은 만큼 만족도는 최고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aylor(2005a)의 연구에서 ‘경제적 보상’, ‘승진기회’, ‘직업
안정성’, ‘높은 보수’, ‘보수의 형평성’, ‘부수적 수당’을 제
시하였다. Kwon과 Lim(2016)의 연구에서는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며, 고용안정에 있어 믿음이 없는 근

무환경으로 인해 직무열의에 대한 집중은 쉽지 않을 것이

라고 하였다. 따라서 호텔을 운영하는 경영자 및 관리자는
내부고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와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급여상승, 승진 등을 통하여 동기 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호텔을 운영하는 경영자나 관리자
는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직원에 대한 복지정책 만큼 호텔

기업 또한 제공해야 조리사들이 장기근속을 할 것이며, 이
직률 또한 줄어들 것이다. 
셋째, 특급호텔 조리사 직업선택 동기에 의한 중요도와

만족도 IPA분석 결과, 2사분면(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
의 영역은 ‘타인의 권유‘, ‘매스컴에 의한 동기’, ‘높은 수
입’, ‘승진의 기회’가 포함이 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항목들
은최근시대적환경및문화적발달에의해서먹기리에대

한 관심이 높아, 조리사에 대한 인식도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실재 실무에서는 타 직종의 승진체계와는 달리
외국서 도입된 수많은 직급에 따라서 체계적인 승진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불만족, 노동강도에 비하여
낮은 급여체계 등이 만족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텔 주방에서는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턴사원, 비정
규직사원 등의 고용형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에 호텔
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공급적 측면에서 앞으로 조리분야의

전문가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직업 가치에 따른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적절한보상제도를통하여동기부여가필요할것이다.
넷째, 특급호텔 조리사 직업선택 동기에 따른 직무만족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복
지적 요인으로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회적 요인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호텔 영업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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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 위주의 운영과 비합리적인 평가와 보상보다는 호

텔을 운영하는 관리자는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예술적인

감각,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영업장에 근무를 하게 하
여 음식의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직무만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Hong과 Kim(2016)의
연구에서는 특1급 호텔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
정한평가, 승진의투명한인사시스템, 공정한보상등을제
시하였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과 노동법에 기
준한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적 측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경적

동기, 개인적 동기, 복지적 동기는 개인측면에 대한 직무만
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
회적 동기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인기몰
이를 하는 음식관련 미디어들이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관점

보다는 인기성에 입각하여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 투입된 종사들이 사회적 동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호텔조리사가 되고자 하
는 예비조리사는 직업선택에 있어 사회적인 평판이나 인기

도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 환경을 검토하

는 후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텔경영자는 과거의 기업의 채용정책이 다

수의 구직자 중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었다

면 앞으로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수한 인재
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구직자의 관점에서 직업선택 및 직

업가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구직자의 인지구조를 이해해

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
역 호텔을 표본으로 하여 연구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향
후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 호텔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동기부여와직무만족과의적용하기에는그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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