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 14, No. 4, pp. 217～231 (2008)

217

호텔 주방의 지각된 물리  환경이 조리 종사자의 

내  반응에 미치는 향

허  
¶, 유 택 용

*

경기 학교 학원 외식조리 리 공, *을지 학교 식품과학부 외식조리학 공

The Effect of the Perceived Physical Environments of Hotel 
Kitchens on Cooking Employees' Internal Responses

Jun Heo¶, Taek Yong Yoo*

Dept. of Foodservice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Major in Food Service and Culinary Arts, Eulj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erceived physical environments of hotel kitchens 
influence cooking employees' intern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except 
Hypothesis 2 which was rejected in this study, all the hypotheses were partially accepted. These results 
support the research hypotheses of this study that comfort, spatiality, and convenience as physical 
environments will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motional response and cognitive response. Also, equipment 
use as convenien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both emotional response and cognitive response 
whereas working environment as comfort and kitchen circulation and working space as spatiality had 
no effect. Therefore, kitchen environment should be set up in the direction of guaranteeing kitchen 
convenience to the maximum, and the further researches on the constituent factors which have no effect 
on emotional response and cognitive response should be proceed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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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외식산업에 있어 주방은 스토랑의 심장에 해

당하므로 조리사들이 일하는 주방 환경은 쾌 하

고, 조리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생산 인 주
방이 되도록 디자인되고 리되어야 한다(Katsigris 
& Thomas 1999). 특히 외식산업에 있어서 외식

산업의 주방 이아웃은 내부 고객 만족과 외부 

고객 만족 그리고 음식의 질 ․양  품질 유지, 

궁극 으로는 수익 창출에 극 으로 개입해야 

한다(나정기 2000). 이처럼 외식산업에서의 주방

은 요성이 증 되고 있다.
이 부터 서비스 부분에서 물리  환경에 한 

연구는 꾸 히 진행되고 있다(Kolter 1973; Bitner 
1992; 김우철 1997; Ryu 2005). 이러한 이유는 고

객이 찾는 포에서 품질과 서비스 이외에 고객

의 에 보여지는 물리  환경에 한 부분도 

요시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그 포의 매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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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고객의 동선에서 보여지는 물리  환

경의 요성 만큼이나 포 는 스토랑 등이 

고객의 에 보이지는 않으나 종사자들에게 노동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보여지는 주방 동선의 물리  

환경 한 요성이 증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호텔 스토랑에서 핵심이 되는 주방에 한 
내․외 인 부분의 연구 한 꾸 히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물리  환경에 한 용어의 사용은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 부분에서 본다

면 물리  환경에 한 범  한 넓은 부분이 사

실이며,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리

부분에서는 이 용어의 사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국내의 주방 부분에서 이 용어에 

한 선행 연구 한 없는 실정이다. 
조리 종사자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회사에 출

근해서 종사자 자신에게 주어진 생산 활동을 반

복해야 한다. 서비스 부분에서 고객의 물리  환

경 지각이 매출과 직결된다고 한다면 조리 종사

자들에게 물리  환경의 지각이란 내  반응을 

통해 행동 는 성과로 표출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주방의 물리  환경을 포함

하고 있는 주방 환경에 한 연구가 김기 (1994; 
1995)의 연구를 토 로 선행 연구자(곽미경 등 

1995; 장 래 등 2004; 정진우 2005; 2007; 서
애 2005)들에 의해 이루어져 오고 있다. 한, 조
리 종사자의 환경 심리에 한 연구 한 최근에 

몇몇 선행 연구자(안형기 2003; 민계홍 등 2003; 
한경수 등 2005; 허  등 2005; 병길 등 2007; 
김민주 등 2008)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방의 물리  환경에 한 구성 

차원을 서비스 부분에서 가지고 왔으며, 이 구성 

차원을 토 로 주방의 선행 연구와 주방 문가 

 주방 종사자로부터 항목을 구성하여 요인 분

석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 용하고자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호텔 주방의 지각된 

물리  환경이 조리 종사자들의 내  반응에 미

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Ⅱ. 이론  배경

1. 물리  환경

Kolter(1973)는 물리  환경을 소비자의 인식을 
고무(鼓舞)하는 물리  자극을 감각 기제에 따라 시

각, 청각, 후각, 각의 인식을 포함하는 분 기라고 

하 으며, Bitner(1992)는 서비스 스 이 (Service-
capes)라고 표 하여 그것은 자연 , 사회  환경

과 비  개념으로서 인간이 만든 물리  환경

이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물리  환경의 구성 

요소에는 건물, 장비, 기구, 조명, 온도, 배치, 색
채, 인공물 등 그 구성 종류가 다양하다. 이 게 

다양한 물리  환경을 주변 요소, 공간  배치와 

기능  측면, 기호, 상징물과 인조물, 장식의 형

태로 분류된다. 한, Belk(1975)는 가장 용이하

게 명백해질 수 있는 상황의 특징이라고 주장하

으며, 이러한 특징에는 지리  치, 장치, 음
악, 경, 조명, 날씨, 제품의 가시  형태 는 자

극물을 에워싼 여타의 물질  재료를 포함한다고 

하 다. 김기 (2000)은 조리 환경을 외 조리 환

경과 내  조리 환경으로 나 었으며, 주방 환경

의 요성을 강조하 다. 본 연구에서 논자가 생

각하는 주방의 물리  환경 범 는 조리 환경의 

틀 속에 둘러싸여 있으며, 조리 종사자들이 몸으

로 느끼고 으로 보여 볼 수 있는 주방 내의 환

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방의 물리  환경을 구

성하는 차원들에 한 개념은 구 덕(2000)의 연

구에서 검토된 주요 물리  환경의 구성 요소  

호텔과 스토랑의 구성 요소인 쾌 성(Morgan 
1985; 김윤수 1999), 공간성(Dodds 1985; Baker 
1987; Park et al 1989), 편의성(Baker 1987; Park 
et al. 1989)을 선행 연구에서 가져와 사용하 으

며, 주방의 물리  환경에 포함되는 청결성은 연

구의 한계상 범 에서 제외하 다. 이러한 구성 

차원을 토 로 주방 부분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

구(상기 연구논문)들에 의해 주방의 물리  환경

에 한 각각의 항목이 구성되었다. 한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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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주방 문가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되어진 구성 차원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쾌 성은 심신에 합하여 기분이 

썩 좋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은 매우 개인 이

고 주 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종사자가 주방

의 일정 환경 내에서 쾌 하게 느끼는 정도는 인

체의 오감을 통해서 직 으로 감지되는 자극의 

질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좌우되는데, 주방 일정 

장소의 환기  냉난방 시설, 조명, 온도, 습도 등

은 주방의 쾌 함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들이

다. 공간성은 시설과 장비, 기물, 작업 공간, 주방 

출입구를 배치하는 방법과 이들 각 구성 요소 사

이의 공간 인 계를 의미한다. 효과 인 주방 

공간의 배치는 편리한 입․출입을 제공하고 냉장

고  식재료 창고와 같은 보조 인 구역에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주방 종사자로 하여

 보조 인 장소를 출입함으로 주방 조직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편의성은 편

하고 쉬움을 나타내는 말로 주방 종사자의 작업

조건이나 동기  태도가 변하게 되면 따라서 변

화하며, 주방의 물리  환경 내에서 장기 으로 

근무를 하거나 신입사원에게는 물리  환경에 

한 이용이 종사자의 내  반응과 업무  조직의 

성과성에 매우 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편

의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조리 작업을 하는 장

비와 기구들의 편의성, 식재료의 보 과 사용의 

편의성, 주방 시설에 한 안 장치의 편의성, 주
방 표식의 식별 용이성 등이 있다. 

이러한 호텔 주방의 지각된 물리  환경이 조

리 종사자의 내  반응에 미치는 향을 악하

고자 하 다. 
Mehrabian & Russell(1974)은 환경에 한 정

서  반응을 체계 으로 연구하 는데, 그들은 

감정을 유발하는 환경의 속성은 두 가지 측면(기
쁨․불만, 각성)으로 포착된다는 결론을 냈다. 그
리고 개인의 인성이 자신의 물리  환경에 한 

반응에 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 다. Bitner(1992)
의 연구에서 인식된 서비스 스 이 는 인지  

반응을 명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소에 한 사

람들의 신념과, 그 장소에 있는 사람과 제품에 

한 신념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인식된 

서비스 스 이 는 행동에 향을 미치는 감정  

반응을 유도한다고 하 다. 환기를 찾는 사람들은 
높은 자극을 즐기며 찾고, 반면에 환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낮은 자극을 선호한다고 하 다. Ryu 
(2005)는 미국에 있는 고  스토랑의 서비스 

물리  환경 구성 요소인 우아한 시설과 조명, 
이아웃이 정서  반응의 즐거움과 환기에 미치는 

향의 실증분석 결과 우아한 시설만이 즐거움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내  반응

국내 조리 분야에서 내  반응에 한 연구는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김민주․김두라 2008)
의 서비스 직원과 조리 종사자를 상으로 한 감

정 노동과 정서에 한 연구가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서비스 분야에서 진행되어온 내  반응에 

련된 선행 연구를 토 로 본 연구에 용하고

자 하 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내  반응을 정

서  반응과 인지  반응의 구성 차원으로 나

어 연구를 진행하 다. 한, 정서  반응은 즐거

움과 환기의 요인으로 나 었으며, 인지  반응

은 신념과 상징의 요인으로 나 어 진행하 다. 
내  반응(internal response)이란 환경 자극으로

부터 종사자들이 나타내는 심리   정신 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  반응은 일종의 

매개변수로서 이것이 어떠한가에 따라 종사자들

은 다른 외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이해는 매우 요하다(김선화 2002). 한, 
환경 심리 논문에서 서비스 회사의 종사자와 고

객들이 그들의 물리  환경에 인지 ․정서  그

리고 생리학 으로 반응한다는 것과 그런 반응이 

그 환경에서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지한 서비스 물

리  환경은 사람들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 행

동하도록 직 으로 유도하지는 않는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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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한 인식은 어떤 감정, 신념 그리고 생리

 느낌을 래한다(Bitner 1992). 
Mehrabian & Russell(1974)은 구매 환경 에

서 소비자들의 정서 상태를 표 할 수 있는 모든 

용어들을 105개의 형용사로 먼  정리한 뒤 이들 

형용사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즐거움과 환기 등

의 두 가지 요소가 이미 충분하게 소비자들이 느

끼는 구매 환경의 정서  는 감정  반응을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환경에 한 인식은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치

는 정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Mehrabian & 
Russell(1974)을 비롯한 동료(Russell & Pratt 1980 
; Russell & Jacalyn 1987)들은 환경에 한 정서

 반응을 연구하 다. 즉, 환경의 질은 즐거움과 

환기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

인하 다.
한, 인식된 서비스 물리  환경은 인지  반

응을 명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소에 한 사람

들의 신념과 그 장소에 있는 사람과 제품에 한 

신념에 향을 미친다(Ruesch & Kees 1956).
Donovan & Rossiter(1982)는 환기 수 ( 포 

환경에 의하여 증가된 놀라움이나 흥미의 감정)
이 높아지면 상 에 머무는 시간(duration)을 증

가시킨다. 
Bateson & Hoffman(1999)도 일반 으로 환경

에 한 물리  특성은 소비자들의 내  반응(인
지  반응․감정  반응)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리고 Mehrabian & Russell(1974)은 자극, 
유기체, 반응의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조정변수 

역할을 하는 3가지 기본 인 감정 유형을 제시하

으며, 환경  자극에 한 감정  상태를 즐거

움, 환기, 지배의 세 가지 심리  차원으로 설명

하 다. 김선화(2002)의 연구에 의하면 서비스 환

경에 한 반 인 품질 지각은 고객의 내  반

응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따라서 물리  환

경과 사회  환경으로 인한 반  품질 지각은 

고객의 내  반응을 통하여 재방문 의도와 포 

내 체류 시간에 정 으로 향을 미친다는 연

구 모형의 경로를 반 으로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하 다. Ryu(2005)은 물리  환경(우아한 시

설, 분 기, 사회  요인 요소)이 즐거움에 향

을 미친다고 하 으며, 병길․강은숙․김민자

(2007)는 패 리 스토랑 조리 종사자를 포함하

여 스토랑의 물리  환경 자극 요인들이 감정 

반응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하 다. 김민

주․김두라(2008)는 패 리 스토랑 종사자를 

상으로 감정 노동이 정서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하 다.

Ⅲ. 조사 설계  분석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물리  환경 지각이 종사자

의 내  반응에 향을 미친다는 Bitner(1992)의 

연구를 호텔 주방에 용하여 구 덕(2000)과 김

선화(2002), Ryu(2005)의 연구를 토 로 이론  

연구의 모형을〈그림 1〉과 같이 설정하 다. 

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연구 모형과 Mehrabian 
& Russell(1974), Bitner(1992), 김윤수(1999), 김
선화(2002), Ryu(2005)의 연구를 토 로 호텔 주

방의 물리  환경 지각과 내  반응에 한 가설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가설 1(H1) 주방의 쾌 성에 한 지각은 정서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H2) 주방의 공간성에 한 지각은 정서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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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H3) 주방의 편의성에 한 지각은 정서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H4) 주방의 쾌 성에 한 지각은 인지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H5) 주방의 공간성에 한 지각은 인지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H6) 주방의 편의성에 한 지각은 인지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3.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자료 수

집 도구로 이용되는 구체 인 설문 내용은 선행 

연구(Bitner 1992; 곽미경 1994; 김기  1995; 나정

기 1998; 진양호 2000; 구 덕 2000; 효진 2001; 
강무근 2004; 장 래 등 2004; 서 애 2005; 조미

나 2006)의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추출된 연구

변수들을 활용하여 주방의 물리  환경 구성 차원

인 쾌 성(15문항), 공간성(13문항), 편의성(15문항)
을 구성하 다. 한, 내  반응 선행 연구(Meh-
rabian & Russell 1974; Bitner 1992; 김선화 2002; 
김 균 2003; 최동희 2003; Ryu 2005)를 토 로 

정서  반응(8문항), 인지  반응(8문항)을 구성하

으며, 리커드 7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4. 조사 설계

본 연구는 술한 연구 가설을 검정하기 해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하 다. 서울 시내에 치

한 호텔 특1 과 특2  호텔 주방에 근무하는 

체의 종사자를 표본으로 삼았다. 총 670부의 설

문지를 배포하 다.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06
년 9월 29일부터 2006년 11월 25일까지 58일간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총 67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여, 73부를 제외한 579부가 회수되었으며, 회
수된 설문지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22부를 제

외하고 575부를 데이터 코딩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 다. 

5.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하여 사용된 통계 로그램

은 SPSS 11.0을 사용하 으며, 분석에 앞서 차원

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고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 다. 먼 ,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에 한 신뢰도 값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는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하여 요인 간 수렴타당성 

등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차원 간 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별타당성을 분석하 다. 그리고 

가설검정을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Ⅳ. 분석 결과

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표 1〉에 

제시되었다. 성별에서 남성이 476명(82.8%)으로 

여성 99명(17.2%)에 비해 상당히 많았으며, 연령

에서는 26～30세 이하가 227명(39.5%)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31～35세 159명(27.7%), 36～
40세 72명(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

에 있어서는 미혼이 315명(54.8%)으로 기혼 260
명(45.2%)보다 많았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문

졸이 348명(6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졸 133명(2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 에서는 3  조리사가 138명(24.0%)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  조리사 125명(21.7%), 
1  조리사 97명(16.9%)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주방의 업종에서는 양식이 322명(56.0%)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식 107명(18.6%)의 순으

로 나타났다. 경력에서는 3～5년이 183명(31.8%)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10년이 179명
(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호텔의 등

에서는 특1등 에서 근무하는 응답자가 332명
(57.7%)으로 특2등  243명(42.3%)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2. 차원별 요인의 개발

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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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변인 항목 빈도 백분율

인

구

통

계

학

 

특

성

성별
남성 476 82.8 

여성 99 17.2 

연령

25세 이하 57 9.9 

26～30세 227 39.5 

31～35세 159 27.7 

36～40세 72 12.5 

41세 이상 59 10.3 

결혼

유무

미혼 315 54.8 

기혼 260 45.2 

학력

고졸 이하 57 9.9 

문 졸(재학 포함) 348 60.5 

졸(재학 포함) 133 23.1 

학원 이상 37 6.4 

직

인턴 사원 100 17.4 

3  조리사 138 24.0 

2  조리사 125 21.7 

1  조리사 97 16.9 

주임 69 12.0 

부조리장 이상 46 8.0 

주방

업종

한식 107 18.6 

양식 322 56.0 

일식 56 9.7 

식 27 4.7 

기타 63 11.0 

경력

2년 이하 109 19.0 

3～5년 183 31.8 

6～10년 179 31.1 

11년 이상 104 18.1 

호텔

등

특1등 332 57.7 

특2등 243 42.3 

계 575 100.0

본 연구에 포함된 각 요인의 항목에 한 단일

차원성 여부를 단하기 해서 베리맥스 사각회

 방법에 의한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으

며, 신뢰성 분석을 통해서 내  일 성 여부를 

단하 다. 먼  요인 분석에서 구성 타당성을 

해하는 항목으로 물리  환경의 쾌 성 4문항, 공
간성 1문항, 편의성 3문항을 각각 제거하 으며, 
내  반응은 정서  반응에서 2문항을 제거하

으며, 조직성과의 조직 효율성에서 2문항을 제거

하 다. 이러한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

과, 모든 요인의 재량 값은 0.5 이상이었으며, 
총분산에 한 설명력은 0.6 이상을 과하 다. 

그리고 탐색  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제거된 항

목을 제외한 내  일 성이 있다고 단된 나머지 

항목들을 이용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

었으며,〈표 2〉에서 모든 요인들의 크롬바하 알

는 기  0.6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

어, 측정 상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단되었다(Wolf 
1992).

2) 차원별 요인의 타당성 검정

의 탐색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의 결과

에서 공간성과 편의성의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

면, 본 연구자가 기 설계한 요인이 2가지씩 혼

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 으며, 조직 효과성의 

경우에도 생산성, 조직 몰입, 조직 응성으로 분

리하고자 하 으나, 하나의 요인으로 묶임에 따

라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을 분리하도록 

하 다. 측정 모델의 검정은 잠재변인과 찰변

인간의 계를 보는 것으로 잠재변인간의 인과

계는 “0”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잠재변인 간에는 

상 계만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C.R이 2보다 크므로 

물리  환경의 공간성과 편의성의 항목들은 본 

연구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4〉는 공간성, 편의성 측정 모델의 최 우도모수 

추정값에 한 것이다.
〈표 3〉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간성을 구성하

는 주방 동선, 에 지 공간, 작업 공간의 표 화 

계수는 0.963, 0.796, 0.989로 나타나, 공간성에서 

장비가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한, 공간성의 동선에서는 a20항목, 시설에

서는 a27항목, 장비에서는 a17항목이 각각의 차

지하는 비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자세히 살펴보면, 편의성을 구성하

는 주방 이동, 주방 안 , 장비 사용의 추정치는 

1.000, 0.826, 0.947로 나타나, 편의성에서 동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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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의성의 동선에서는 a40항목, 시설에서는 a41항

<표 2> 탐색  요인 분석  신뢰도

차원 요인 문항내용
요인

재량
고유치

설명

변량 변량
신뢰도

물
리

환
경

쾌 성

작업

환경

a7.습도 당 0.794 

2.74 24.94 24.94  0.772 

a6. 온도 당 0.779 

a3. 밝기 당 0.624 

a5.조명 색깔 정 0.593 

a9. 환기 양호 0.586 

주방

시설

a13. 배수시설 양호 0.826 

2.49 22.59 47.53 0.809
a14. 난방시설 양호 0.788 

a12. 천정 마감 양호 0.771 

a15. 냉방시설 양호 0.514 

작업

장비

a1. 기기 소음 양호 0.910 
1.80 16.40 63.93 0.832 

a2. 기기 열 발생 양호 0.890 

공간성

작업

공간․

주방

동선

a21. 이동 공간 확보 0.842 

5.11 42.56 42.56 0.935

a20. 작업 공간 확보 0.809 

a16. 작업  공간 양호 0.796 

a22. 주방 공간 양호 0.791 

a17. 장비 공간 양호 0.783 

a23. 이동 공간 양호 0.702 

a18. 냉장․냉동고 장 공간 양호 0.689 

a19. 건식 자재 공간 양호 0.661 

에 지

공간

a27. 기 시설 공간 양호 0.816 

3.41 28.38 70.94 0.884
a25. 조명 배치 양호 0.809 

a28. 가스 시설 공간 확보 0.791 

a26. 안  시설 공간 확보 0.746 

편의성

주방

이동․

주방

안

a39. 홀과 주방간 동선 편리 0.801 

4.29 35.74 35.74 0.906

a40. 작업 구역 편리 0.751 

a38. 휴게실 편리 0.750 

a41. 안 장치 사용 편리 0.697 

a37. 재료 반입 편리 0.680 

a35. 주방간 동선 편리 0.667 

a42. 안  검 편리 0.646 

a36. 작업  작업 편리 0.584 

장비

사용

a30. 기물 사용 편리 0.841 

3.56 29.63 65.37 0.865
a31. 조리기기 다양 0.807 

a29. 장비 배치 편리 0.801 

a33. 장비 사용 편리 0.666 

목, 장비에서는 a30항목이 각각의 차지하는 비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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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속

차원 요인 문항내용
요인

재량
고유치

설명

변량 변량
신뢰도

내

반
응

정서

반응

즐거움

b3. 기쁨 0.837 

2.00 33.26 33.26 0.745b5. 재미 0.832 

b1. 행복 0.757 

환기

b7. 놀라움 0.814 

1.74 29.07 62.33 0.630b6. 흥미 0.772 

b8. 정신 차림 0.669 

인지

반응

신념

b15. 신뢰감 0.823 

3.07 38.42 38.42 0.857

b14. 애착 0.793 

b16. 친 감 0.793 

b9.  당 0.692 

b11. 단함 0.689 

상징

b10. 의미 부여 0.850 

2.53 31.56 69.99 0.860b12. 요함 0.846 

b13. 자랑 0.841 

<표 3> 공간성 측정 모델의 최 우도모수 추정값

Regression weights Estimate
표 화 

계수
S.E. C.R. P

주방 동선

공간성

0.964 0.963 0.046 20.807 ***

에 지 공간 0.670 0.796 0.037 18.035 ***

작업 공간 1.000 0.989

a21. 이동 공간 확보

주방

동선

0.975 0.867 0.034 28.417 ***

a20. 작업 공간 확보 1.000 0.877

a22. 주방 공간 양호 0.969 0.821 0.038 25.633 ***

a23. 이동 공간 양호 0.864 0.748 0.039 21.926 ***

a19. 건식자재 공간 양호 0.836 0.747 0.038 21.855 ***

a27. 기 시설 공간 양호

에 지 

공간

1.000 0.867

a25. 조명 배치 양호 0.839 0.725 0.042 19.964 ***

a28. 가스시설 공간 확보 0.994 0.817 0.042 23.927 ***

a26. 안 시설 공간 확보 0.997 0.832 0.041 24.578 ***

a16. 작업  공간 양호
작업

공간

1.000 0.868

a17. 장비 공간 양호 0.967 0.896 0.034 28.559 ***

a18. 냉장․냉동고 장 공간 양호 0.831 0.753 0.039 21.556 ***

최종 정리하면〈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요인간 상 계 분석

먼  추출된 5가지 차원에 한 13개 요인간 

상 계를 살펴보기 해〈표 6〉과 같이 요인간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이는 차원을 구성

하고 있는 각 요인간 상 성을 살펴 으로써 향

후 가설검정에 있어서 필요한 차원의 구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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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편의성 측정 모델의 최 우도모수 추정값

Regression weights Estimate
표 화

계수
S.E. C.R. P

주방 이동

편의성

1.000 0.966

주방 안 0.826 0.814 0.052 15.766 ***

장비 사용 0.947 0.940 0.055 17.330 ***

a39. 홀과 주방간의 동선 편리

주방

이동

0.959 0.729 0.054 17.844 ***

a38. 휴게실 편리 0.997 0.654 0.063 15.785 ***

a40. 작업구역 편리 0.986 0.809 0.049 20.086 ***

a35. 주방간 동선 편리 1.000 0.762

a37. 재료반입 편리 0.916 0.699 0.054 17.012 ***

a36. 작업  작업 편리 0.896 0.771 0.047 19.008 ***

a41. 안 장치 사용 편리 주방

안

1.000 0.847

a42. 안 검 편리 0.966 0.832 0.042 22.774 

a30. 기물 사용 편리

장비

사용

0.988 0.844 0.042 23.312 ***

a31. 조리기기 다양 0.944 0.760 0.047 20.264 ***

a29. 장비 배치 편리 1.000 0.835

a33. 장비 사용 편리 0.835 0.712 0.045 18.605 ***

<표 5> 최종 요인 분석 결과

차원
최  모델 최종 모델

신뢰도
요인 문항수 요인 문항수

물리

환경

쾌 성

작업 환경 5 작업 환경 5 0.772

주방 시설 4 주방 시설 4 0.809

작업 장비 2 작업 장비 2 0.832

공간성
주방 동선․작업 공간 8

주방 동선 5 0.905

작업 공간 3 0.867

에 지 공간 4 에 지 공간 4 0.884

편의성
주방 이동․주방 안 8

주방 이동 6 0.876

주방 안 2 0.826

장비 사용 4 장비 사용 4 0.865

내  

반응

정서  반응
즐거움 3 즐거움 3 0.745

환기 3 환기 3 0.630

인지  반응
신념 5 신념 5 0.857

상징 3 상징 3 0.860

살펴보려는 것이다.
먼  정서  반응의 즐거움의 경우 독립변인

은 정서  반응의 즐거움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편의성의 주방 이동 그리고 장비 사용

은 정서  반응의 즐거움과 0.5 이상의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

인들과는 0.2～0.5 사이의 유의한 상 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반응에서 환기

의 경우 통계 으로 모든 독립변인과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으나, 0.1～0.3 사이의 유의한 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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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호텔 주방의 물리  환경과 내  반응 요인간의 상 분석 결과

 
쾌 성 공간성 편의성 정서  반응 인지  반응

작업 

환경

주방 

시설

작업

장비

주방

동선

에 지

공간

작업 

공간

주방 

이동

주방 

안

장비 

사용
즐거움 환기 신념 상징

쾌 성

작업

환경
1.000 

주방

시설

0.618 
1.000 

0.000 

작업

장비

0.238 0.209 
1.000 

0.000 0.000 

공간성

주방

동선

0.514 0.496 0.224 
1.000 

0.000 0.000 0.000 

에 지

공간

0.620 0.578 0.208 0.698 
1.000 

0.000 0.000 0.000 0.000 

작업

공간

0.501 0.499 0.236 0.826 0.676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편의성

주방

이동

0.578 0.615 0.279 0.671 0.621 0.647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방

안

0.498 0.551 0.215 0.613 0.648 0.605 0.760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장비

사용

0.566 0.639 0.209 0.681 0.727 0.668 0.692 0.658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정서

반응

즐거움
0.373 0.438 0.231 0.492 0.477 0.445 0.556 0.485 0.566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환기
0.176 0.166 0.180 0.196 0.209 0.163 0.170 0.185 0.231 0.234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인지

반응

신념
0.422 0.465 0.221 0.464 0.499 0.428 0.540 0.493 0.547 0.693 0.289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상징
0.235 0.288 0.059 0.241 0.293 0.231 0.309 0.348 0.364 0.438 0.440 0.569 

1.000 
0.000 0.000 0.158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반응에

서 신념의 경우 통계 으로 모든 독립변인과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성의 주방 이동

과 장비 사용 그리고 정서  반응의 즐거움과는 

인지  반응의 신념과 0.5 이상의 매우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

인들과는 0.2～0.5 사이의 유의한 상 성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반응의 상징의 

경우에는 쾌 성의 작업 장비와 유의확율 α=0.05
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독

립변인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

 반응의 신념은 인지  반응의 상징과 0.5 이상

의 매우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나머지 요인들과는 0.05～0.5 사이의 상

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

하여 보면, 반 으로 각 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간에는 부분 매우 유의한 상 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차원을 구성하는 요인은 타당한 것

으로 단되어진다. 다만, 인지  반응의 상징은 

쾌 성의 작업 장비 구성 요인과 유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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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한 쾌 성의 작업 장비, 정서

 반응의 환기는 반 으로 상 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  반응의 즐거움과 인지

 반응의 신념, 상징은 쾌 성, 공간성, 편의성

과 매우 높은 상 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의 검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하여 물리  환

경의 쾌 성, 공간성, 편의성이 내  반응인 정서

 반응과 인지  반응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비교 분석하 다. 즉, 물리  환경이 내  반응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독립

변수로서 물리  환경의 9가지 요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를〈표 7〉에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정서  반응의 즐거움에 해 유

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쾌 성의 작업 

장비와 편의성의 주방 동선과 작업 공간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측정하는 결정계

수 R2
은 0.378로서 자료에 나타난 변화 패턴의 약 

<표 7> 호텔 주방의 물리  환경과 내  반응간의 회귀분석 결과

변수

종속변수

정서  반응 인지  반응

즐거움 환기 신념 상징

독립변수

0.059** 0.104***
0.089**쾌 성

작업 환경

주방 시설

작업 장비

공간성

주방 동선

에 지 공간

작업 공간

0.124**

편의성

주방 이동

주방 안

장비 사용

0.277***

0.337*** 0.193***

0.230***

0.212***
0.216***
0.288***

R2 0.378 0.072 0.364 0.153

F 115.7*** 22.1*** 81.4*** 51.8***

** P<0.05, *** P<0.01.

37.8% 정도의 합성을 가지고 회귀모형을 설명

하고 있다. 그리고 정서  반응의 환기에 해 유

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쾌 성의 작업 

장비와 편의성의 장비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측정하는 결정계수 R2

은 0.072
로서 자료에 나타난 변화 패턴의 약 7.2% 정도만

의 합성을 가지고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가설 1 “주방의 쾌 성에 한 지각은 정서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 결

과, 쾌 성의 작업 장비만이 정서  반응의 즐거

움(0.059**)과 환기(0.104***)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2 “주방의 공간성에 한 지각은 정서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 결과, 
공간성은 정서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가설 3 “주방의 편의성에 한 지각은 정서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 결

과, 편의성의 주방 이동이 정서  반응의 즐거움

(0.277***), 그리고 편의성의 장비 사용이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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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7***)과 환기(0.193***)에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인지  반응의 신념에 해 유

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쾌 성의 주방 

시설과 공간성의 에 지 공간, 그리고 편의성의 

주방 이동과 장비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
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의 설명력을 측정하는 결정계수 R2
은 0.364로서 

자료에 나타난 변화 패턴의 약 36.4% 정도의 

합성을 가지고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인지  반응의 상징에 해 유의한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편의성의 주방 안 과 장

비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을 측

정하는 결정계수 R2
은 0.153으로서 자료에 나타

난 변화 패턴의 약 15.3% 정도의 합성을 가지

고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가설 4 “주방의 쾌 성에 한 지각은 인지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 결

과, 쾌 성의 주방 시설만이 인지  반응의 신념

(0.089**)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4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5 “주방의 공간성에 한 지각은 인지  

반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 결과, 
공간성의 에 지 공간만이 인지  반응의 신념

(0.124**)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5는 부분 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6 “주방의 편의성에 한 지각은 인지  반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의 분석 결과, 편
의성의 주방 이동은 인지  반응의 신념(0.230***), 
주방 안 은 상징(0.216***), 장비 사용은 신념

(0.212***), 상징(0.288***)에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6은 부분 으

로 채택되었다. 

Ⅴ. 결론  제언

호텔 주방의 지각된 물리  환경이 조리 종사

자의 내  반응에 미치는 향을 검정하기 하

여 빈도분석을 통해 조리 종사자들의 일반 인 

분포를 악하 으며, 탐색  요인 분석과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분석

하 다. 그리고 각 차원간의 상 분석을 실시함

으로써 별타당성을 분석하 으며, 물리  환경

이 내  반응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고자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

과에 기 하여 도출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방의 쾌 성에 한 지각은 정서  반

응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쾌 성을 구성하는 요인  작업 환

경과 주방 시설 요인은 정서  반응의 즐거움과 

환기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조리 작업시 장비나 기기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이나 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서  

반응에 향을 미쳐서 기쁨, 재미, 행복감, 놀라

움, 정신차림,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호텔 주방에 작업시 장비나 기기에서 발

생하는 소음이나 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주방의 공간성에 한 지각은 정서  반

응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시 말해서 주방의 공간성을 구성하고 있는 

주방 동선, 에 지 공간, 작업 공간은 정서  반

응에 아무런 향 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이유는 후속 연구에서 계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주방의 편의성에 한 지각은 정서  반

응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방 안 은 정서  반응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성의 구성 요

인  주방 이동은 즐거움에 유의한 향을 미치

고 있는데, 주방 이동이 편리할수록 기쁨, 재미, 
행복함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장비의 사

용이 편리할수록 기쁨, 재미, 행복감, 놀라움, 정신

차림,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주방의 쾌 성에 한 지각은 인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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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쾌 성의 주방 시설만이 인지  반

응의 신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서 주방의 배수, 난방, 천정 마감, 냉방 시

설이 잘 이루어질수록 신뢰감, 애착, 친 감, 
단함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주방의 공간성에 한 지각은 인지  

반응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성의 에 지 공간만이 인지  반

응의 신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서 주방에서 충분한 에 지 시설의 사용

공간을 확보할수록 신뢰감, 애착, 친 감, 단함

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주방의 편의성에 한 지각은 인지  

반응에 부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성의 구성 요인인 주방 이동은 

신념, 주방 안 은 상징, 장비 사용은 신념과 상

징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시 말해서 주방의 이동이 편리할수록 신뢰감, 애
착, 친 감, 단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방의 안 에 한 시설이나 검이 편리할수록 

의미 부여, 요함,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주방 장비들에 한 사용이 편리

할수록 신뢰감, 애착, 친 감, 단함, 의미 부여, 
요함, 자랑스러움을 모두 느끼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기각된 가설 2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부분 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자가 제안한 가설 1, 가설 
3～가설 6의 경우 물리  환경에서의 쾌 성, 공
간성, 편의성은 정서  반응과 인지  반응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 가설을 뒷받

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의성의 장

비 사용은 정서  반응과 인지  반응 모두에게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쾌 성의 작업 환경과 공간성의 주방 동선, 작업 

공간은 아무런 향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방의 편의성을 최 한 보장

하는 방향으로 주방 환경을 설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정서  반응과 인지  반응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요인에 해서도 후속연

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은 호텔 주방의 

구성 차원에 있어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특  호

텔 주방의 물리  환경과 내  반응의 변수를 구

성함에 있어 서비스 기업에 한 선행 연구를 바

탕으로 구성한 것이 한계 으로 지 된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 주방의 물리  환경 지각에 해

서 3가지의 구성 차원으로 한정하 지만 물리  

환경에 한 추가 인 구성 차원의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내  반응에 한 연

구도 지속 으로 이루어져서 조리 종사자들에 

한 주방 환경 심리를 악하고 체계화 할 수 있기

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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