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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속한 경제성장은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환경훼손이라는 부정적인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에너지 소비를 가속화함에 따라 공해

물질의 급증, 대기오염의 증가 등으로 인한 지구 자정능력
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고갈,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Choi & Kim, 2007). 
한편, 기업경영에서도 친환경 경영정책, 전략을 수립하거나
환경전문가를 영입하여내부 직원들에 대한 환경 교육도 강

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
자들 사이에서 웰빙, 로하스(LOHAS)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건강증진과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도움
이 되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었다(Hong,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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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economic growth brought material affluence and convenience, but it also has caused a negative 
issue, such as environmental damage. Therefore, this research holds the purpose of grasping structural 
influencing relationship of environmental awareness of cook, which is taking an important role in food 
safety among workers in hotel restaurants with eco-friendly attitude and food safety pursuit behavior. 
To achieve the purpose, collected materials were tested for the fidelity, organic causation and control 
effect,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redibi-
lity analysis and hypothesis testing with SPSS (V23.0) and AMOS (V21.0) programs. Environmental 
awareness of hotel cook has causation with eco-friendly attitude, and the attitude has meaningful 
causation with food safety pursuit behavior. That is, it proved that cooks are taking care of their job 
carefully from the pre-cooking stage while most of people ignore the storing stage. The result shows 
not only hotel's own training session, cook's level of consciousness on the food safety and they are 
working with high sense of responsibility.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only conducted with 
cooks of deluxe hotels in Busan, and it could not include various variables about environmental 
awarenes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lacking contents to be dealt by a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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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 2010).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소비행동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지불의사, 에너지 절약, 분리수거, 친환경
제품 구매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으로 환경보존에 참여하

고 있다(Cottrell, 2003). Park과 Huh(2010)는 환경의식과 친환
경 행동의 관계를 환경의식과 행동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개인의 소비행
동에만 초점을맞췄을 뿐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개인의 환경
의식과 자발적 행동만으로 환경 친화적 소비행동을 설명하

기는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행동이라는 포괄적개념은 개인

의 편리함과 사회 전체의 이익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개

인의 환경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변수가 고

려되어야 한다(Park, Yu & Song, 2012). 한편, 외식업계도 친
환경 경영활동을 실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비자 태도는 기

업의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고객의 구매의도를 높

이고 있다(Yuan & Nam, 2012). 최근에 와서 외식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외식업체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메뉴를 개발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에 대한 관심은 커져 가고 있다(Kim, 2014). 그리고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면서

안전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
식문화가 발달하고 다양화되면서 호텔 레스토랑도 경영의

다각화 측면에서 식음료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호텔레스토랑은 일반레스토랑과는 달리 음식가격이 고가이

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장소이기 때문에 외식소

비자들은 소비욕구와 기대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구

매 장소로서 호텔을 인식하게 된다(Yun, 2014). 이와 같이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호텔레스토랑은 종사원들의 환경의식

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기존의 선
행연구는 소비자들의 환경의식(Lee & Yeo, 2014), 대학생들
의 환경의식(Park et al., 2012), 외식산업종사원들의 환경의
식(Lee, Park & Park, 2008) 등의 연구가 있다. 호텔에서는
음식을 취급하는 조리사들의 환경의식은 호텔이미지에 많

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급호텔조리사들의 환
경의식과 친환경태도가 식품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파악하여 호텔경영자들 및 조리 관련 부서책임자들에

게 시사점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환경의식

의식이란?, 특정행동을지향하는생각, 가치, 마음의준비
상태, 지식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개인적, 집단적감정 또는견해, 사상, 가치현상과

같이 감정적인 태도로 행동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이
에 반하여 환경의식(environmental concern)이란?, 환경문제
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Dunlap & Jone, 2002). 즉,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공존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 등으로 구성되
는 포괄적인 개념이다(Jo & Kim, 2003). 또한, 일상생활 중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을 가지고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보

전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생각과 관심이다. 
그리고 환경의식은 재화와 용역의 구매, 사용, 처분 등 소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

여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욕구충족 뿐 아니라, 사회의 복지
향상까지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 소비자의식으로 정의되기

도 한다(Park, 2010). Han(2004)은 환경의식은 환경을 보존하
고 더 나은 삶을 향상하기 위해 환경보존을 유지하려는 생

활태도가일상적인 친환경 실천행동은 물론친환경 제품구

매 및 사용, 환경운동 참여 등을 유발하는 중요 변수임을밝
혔다. Peattie(1992)는 환경의식은 환경에 대해 덜 부정적이
거나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행동으로 정의하고, 
소비자의 구매, 사용, 처분등 모든 소비행동을 재화의 획득, 
사용, 처분 유형을 변화시킴으로써 환경 친화적으로 행동한
다고 하였다. 식생활과 관련된 환경의식에 관한 연구로는
Lee & Yeo(2014)는 환경의식과 소비가치가 친환경식자재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의식이 소비가치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친환경식자재 구매의도와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Lee, Park과 Park(2008)은 외식산업에 종사원들
을 대상으로 환경의식과 환경보존행동에 관한 연구를 하였

고, Han(2012)은 조리사들의 환경의식이 친환경 태도와 실
천 및 지각된 위험에따른 식품안전추구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친환경태도

태도란?, 특정상황, 사물과 대상에대하여 일관성 있는신
념으로 학습되어진 가치판단으로 행동하기 전 준비상태를

의미한다(Ajzen & Fishbein, 1980). 또한 태도는 인간 삶의 모
든 측면에서 판단이나 행동을 이끄는 포괄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Fishbein과 Ajzen(1975)은 태도구조에 대하여
삼각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소비자의 사고를 담당하는 인지
적 기능과 개인의 좋고 싫은 느낌에 대한 감정적 기능, 그리
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의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통하여 태도는 소비자행
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이 태도는 자신을 포함

한 사람, 사물에 대한 계속적이고 일반적인 평가의 기준으
로,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의 예측변수로 의미가
있다(Ajzen, 1991). 한편, 친환경 태도란 개인 및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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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친환경적으로 갖는 태도를 말하기 때문에 친환경태

도를 지닌 소비자들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지식을 가지
고 자신의 구매력을 사용하여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적인 노력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강한 사회적 책임감
을 지닌 소비자를 말한다(Hong, Lee & Park, 2010). Kim과
Lee(2017)는 대학생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치관은 친
환경태도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고, 소비자 신뢰는 친환
경태도와 구매의도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

다. Ahn(2015)은 영양사의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태도
와 구매의사 결과에 관한 연구에서 영양사들은친환경 농산

물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친환경 농산물에 관한 구매의사

결정이 긍정적이고,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사결정 요인 중
충성도와 인지가 친환경농산물 태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2.3. 식품안전추구행동

일반적으로식품에 대한 정의로는영양소를한가지 또는

그 이상 함유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천

연물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 식품의 안전성(foodsafety)이란?, 
식품의 원료인 농수산물의 재배․수확․저장․제조(가공)
를 포함하는 생산단계와 유통판매를 거쳐서 조리하고 섭취

하는 전 과정에서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함에 있어 인체에

해가없는 것으로정의할 수있다(Lee, 2009). 또한, 섭취량이
나 섭취빈도 및 섭취기간에 상관없이 그 음식물 섭취로 인

한 위험이나 부작용의 발생이 무시될 수 있어야 된다. Kim
과 Lee(1998)는 안전추구행동은 의식적인 안전반영의 행동
을 의미하며, 사전적인 측면에서 위해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Song(2008)은
안전추구행동을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정보탐색단계, 상품
선택단계, 상품사용단계에서의 안전추구행동을 구성하여

살펴보았고, Lee(2010)는 구매 전, 구매 시, 구매 후의 3단계
로 안전추구행동을 보았다. 한편,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할 때확인하는것으로는 제

조일자, 포장상태 및 유통기한의 확인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식품안전추구행동을 식품을 조리하는 전 단계에 식
품안전을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식품을 조리 전 단계와 조리단계 그리고 조

리 후 보관단계로 조리사들의 식품조리안전행동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

Fig. 1. Research model.

3.1.1. 연구의 모형

연구모형은 과학적인 연구를위해필요한과정으로본 연

구에서는 Han(2012)의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과. 선행연
구의 이론적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특급 호텔조

리사들의 환경의식과 친환경태도가 식품안전추구행동에 미

치는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Fig. 1과같은 연구모형으로 설
계하였다.

3.1.2. 가설 설정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 선행연구의 이론적 연

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3.1.2.1. 환경의식과 친환경태도

환경의식이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에 대한 문제
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 혹은 그것을
해결하는데 개인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지하는

정도라고 정의되고 있다(Lee et al., 2008). 친환경태도는 인
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호의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일관성 있는 정신적인
성향을 의미한다(Musser & Diamond, 1999). Han(2012)은 조
리사들의환경의식요인이친환경태도에미치는영향에서환

경오염과 친환경 및 예방 요인이 친환경태도에 영향을 주는

전체적인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가설 1: 조리사들의 환경의식은 친환경태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1-1: 환경오염은친환경태도에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1-2: 환경보존은친환경태도에영향을미칠것이다.

3.1.2.2. 친환경태도와 식품안전추구행동

태도란?, 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이 특정 대상물에 대하여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도록 학습된 요인
을 말하고(Ajzen, 1991), Ryu(2014)는 안전추구행동은 안전
을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식품으
로 인한 식중독 또는 위해사고 등을 사전의 발생을 방지하

기 위한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안전 관련 행동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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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였다. Suh, Lim과 Kim(2015)은 친환경 소비실천태
도가 친환경 소비실천의도와의 관계에서 친환경태도, 경제
성및기술관련태도, 개인적비용감수태도가친환경소비실
천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Yoo
와 Joo(2012)는 전국적으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유
의할당 표집으로 1,000개의 표본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품
안전태도는 식품상태확인행동, 식품표시확인행동, 식품위생
처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고 하였다.

가설 2: 조리사의 친환경태도는 식품안전추구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조리사의 친환경태도는 조리전 단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조리사의 친환경태도는 조리단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조리사의 친환경태도는 조리 후 보관단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3. 근속기간의 조절효과

조절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관계에서 변

수들 간에 상호작용관계를 변화시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조
절변수는 본질적으로 독립변수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속기간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구성원의 개인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조절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Jeong & Son, 2006). Kim과 Bae(2016)는 군
조직의 특수임무 팀의 팀장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팀 효능

감 간의 관계에서 팀장 근속기간은 조절효과를 검정하였는

데, 팀장 근속기간이 길수록 팀장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팀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Yoon, Kim과 Jung(2011)은 특급호텔 조리사들의 소
진과 직무만족,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경력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부분적인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가설 3 : 조리사의 환경의식은 친환경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서 근속기간은 조절효과를 할 것이다.

가설 4 : 조리사의 친환경태도가 식품안전추구행동에 미
치는영향에서근속기간은조절효과를할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환경의식 

환경의식(environmental concern)이란?, 환경문제를 인식

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공존관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

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 등으로 구성되는 포괄적인 개

념이다(Jo & Kim, 2003). Han(2004)은 환경의식을 환경을 보
존하고 더 나은 삶을 향상하기 위해 환경을 보존하려는 생

활태도가 일상적인 친환경 실천 행동은 물론 친환경 제품

구매 및 사용, 환경운동 참여 등을 유발하는 중요 변수임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Choi & Choi, 2014)를
토대로 호텔조리사들의 환경의식 총 9문항을 리커트 5점 척
도를 이용하였다.

3.2.2. 친환경태도

태도란?, 특정상황, 사물과 대상에대하여 일관성 있는신
념으로학습되어진가치판단으로행동하기전준비상태를의

미한다(Ajzen & Fishbein, 1980). 친환경 태도란?, 개인 및 사
회생활에있어 친환경적으로 갖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친

환경태도를 지닌 소비자들은 환경을 중요시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신의 구매력을 사용하여 사
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노력할 뿐 아니

라 이에 대한 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소비자를 말한다

(Hong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Seo & Rhu, 
2015)를 토대로 호텔조리사들의 친환경태도 총 문항을 리커
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2.3. 식품안전추구행동

안전추구행동은 의식적인 안전 반영의 행동을 의미하며, 
사전적인 측면에서 위해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Song(2008)은 안전추구행동
을 3단계의 안전추구행동으로 구분하였는데, 정보탐색단계, 
상품선택단계, 상품사용단계의 안전추구행동으로 구성한다
고 하였다. 본 연구는 Han(2012)의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조
리사들의 안전추구행동을 조리 전 단계, 조리 단계, 조리 후
보관단계를 안전추구행동으로 측정도구로 구성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호텔조리사들의 식품안

전추구 행동 총 21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2.4. 조사방법

3.2.4.1.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지역 특급호텔(L, I, H, P, N)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2017년 6월 1
일부터 15일까지 60부를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시행하였으
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보완․수정하여 본 조사
에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2017년 7월 15일부터 30일까지설
문지를 나누어 배포하고, 설문내용을 자기기재방식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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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260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 250부를 회수하여 불성실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246부
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 
23.0)와 AMOS( V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

석을 하였고, 측정 항목별 신뢰도분석 및확인적 요인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CR)
와 표준분산추출(AVE)값을 계산하였다. 도출된 요인 간 연
관성 측정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
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전체
모형의 적합도 및 유기적인 인과 관계를 검정하였다. 또한
호텔조리사의 근무기간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기

본모형과 nested 관계에 있는 대안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
고 두 모형사이의 자유도를 고려한 Chi-square를 비교하여
조절효과성을 검정하였다

4. 연구결과 및 고찰

4.1. 표본의 특성

부산지역 특급호텔에 근무하는 조리사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같다. 성별은남자 171명(69.5%), 여자 75명
(30.5%)이고, 연령은 25세 이하 64명(26.0%), 26～35세 91명
(37.0%), 36～45세 39명(15.9%), 46세 이상은 52명(21.1%)으
로조사되었다. 학력은고등학교졸업 17명(6.9%), 전문대학교
134명(54.5%), 대학교 이상 95명(38.6%)이고, 고용상태는 정
규직 184명(74.8%), 계약직 49명(19.9%), 임시직 13명(5.3%)으
로조사되었다. 근무업장은한식 51명(20.7%), 중식 15명(6.1%), 
양식 124명(50.4%), 일식 26명(10.6%), 기타 30명(12.2%)이
고, 근무연수는 5년이하 115명(46.7%), 6～10년 44명(17.9%), 
11～15년 19명(7.7%), 16년 이상 68명(27.6%)으로 조사되었
다. 월 소득은 100만원 이하 2명(0.8%), 101～200만원 106명
(43.1%), 201～300만원 98명(39.8%), 301만원이상 40명(16.3%)
으로 조사되었다. 

4.2. 조리사의 환경의식 및 조리사의 태도에 대한 확인적 요 

인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이론적모형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평균분산추출값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값이고, 그것의 크기는 .5 이상이며, 합
성요인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의 값은 표준화요인

부하량과 오차분산의 값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것의 값이
.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
(N=246)

Characteristic   (N) Percent(%)

Gender
Male 171 69.5

Female 75 30.5

Age
(yr)

≤25 64 26.0

26～35 91 37.0

36～45 39 15.9

46≤ 52 21.1

Education

High school 17 6.9

College 134 54.5

University 95 38.6

Employment 
status

Permanent employee 184 74.8

Contract worker 49 19.9

Temporary job 13 5.3

Work place

Korean food 51 20.7

Chinese food 15 6.1

Western food 124 50.4

Japanese food 26 10.6

The others 30 12.2

Work 
experience

≤5 year 115 46.7

6～10 year 44 17.9

11～15 year 19 7.7

16 year≤ 68 27.6

Monthly
allowance

(won)

≤1,000,000 2 0.8

1,010,000～2,000,000 106 43.1

2,010,000～3,000,000 98 39.8

3,010,000≤ 40 16.3

(Lee & Lim, 2009).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값(AVE)은
.486～.671을 나타내었고, 합성신뢰도(CR)값은 .855～.940값
을 나타내었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도 있지만, 이 밖의 모든 요인들이 기준치를 충
족하여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리
고 신뢰도는 .808～847을 나타내어 신뢰도는 확보되었고, 확
인적 요인분석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χ2=229.237(df=87), p= 
.000, CMIN/DF=3.440, RMR=.048, GFI=.859, AGFI=.806, IFI= 
.904, CFI=.903, RMSEA=.100 등으로 조사되어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용하기 위한
제반 조건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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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tems measurement Standardized 
estimate t-value CCR AVE Cronbach 

α

Environ-
mental 

pollution

Businesses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must be regulated strictly. .643 Fixed .923 .486 .847

Media should report abou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ore frequently. .706 9.146

Environmental pollution is a crime that damages to many people. .728 9.363

Human being must live i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680 8.881

Environmental pollution issue is serious globally. .722 9.309

I usually have much interest in the environment. .700 9.086

Environ-
mental 
preser-
vation

The government must pay more attention to prevent and reduce environ-
mental pollution even though the economic development can be delayed. .833 Fixed .855 .619 .808

Even by delaying the speed of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issue must 
be improved preferentially. .896 13.964

I think buying eco-friendly product contributes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599 9.589

Environ-
ment

friendly
attitudes

I would like to recommend restaurant that makes an effort for environ-
mental conservation to other people. .839 Fixed .940 .671 .924

I would like to work at a restaurant that makes an effort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even though the work is somewhat harder. .760 13.884

I would like to work at a restaurant where the management is eco- friendly. .820 15.551

I am favorable to a restaurant where the management is eco-friendly. .852 16.519

I prefer a restaurant where the management is eco-friendly. .829 15.812

I trust a restaurant where the management is eco-friendly. .813 15.359

χ2=229.237(df=87), p=.000, CMIN/DF=3.440, RMR=.048, GFI=.859, AGFI=.806, IFI=.904, CFI=.903, RMSEA=.100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items

  

4.3. 조리사의 식품안전추구행동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조리사의식품안전추구행동에 대한 확인적요인분석(con-
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값(AVE)은 .474～.531을 나타내었
고, 합성신뢰도(CR)값은 .906～.933값을 나타내었다. 평균분
산추출값(AVE)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요인도 있지만, 
이 밖의 모든요인들이기준치를 충족하여 집중타당성이 있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신뢰도는 .811～.870을
나타내어 신뢰도는 확보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의 연구모
형 적합도는 χ2=224.911(df=101), p=.000, CMIN/DF=2.227, 
RMR=.021, GFI=.897 AGFI=.861, IFI=.939, CFI=.939, RMSEA= 
.071 등으로 조사되어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용하기 위한 제반 조건은 충족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4.4. 상관관계분석

가설검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호텔조리사들의 환경의식과 친환경태도 식품안전
추구행동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환경오염, 환경보존, 친환
경태도, 조리전단계, 조리단계, 조리후 보관단계의 각 변수
간의상관관계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
고 보관단계와 조리단계(r=.7192, p<0.01), 보관단계와 조리
전단계(r=.695, p<0.01), 조리단계와 조리전단계(r=.692, p< 
0.01)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보관단계와
친환경태도(r=.396, p<0.01), 보관단계와환경보존(r=.364, p< 
0.01)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5. 가설검정

본 연구는 조리사들의 환경의식(환경오염, 환경보존), 친
환경태도, 식품안전추구행동(조리전단계, 조리단계, 보관단
계)와의 구조적인 영향관계분석에서 제시한 구성개념들 간
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최종 연구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χ2=816.026(df=413), p=.000, CMIN/DF=1.976, 
GFI=0.831, NFI=0.839, CFI=0.912, RMSEA=0.063을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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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적합도는 비교적 수용할만한 것
으로 판단된다. 가설검정결과, 조리사들의 환경의식의 하위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items

Factors Items measurement Standardized 
estimate t-value CCR AVE Cronbach 

α

Before 
cooking

Temperature check of refrigerator and freezer is conducted well. .537 Fixed .906 .474 .811

It is confirmed whether the packing of food is normal. .809 8.341

It is confirmed whether personal disinfected overgarment is prepared 
when cooking.

.676 7.595

It is confirmed that the place handling food is always managed cleanly. .655 7.458

The origin of the food is checked before cooking. .737 7.966

Cooking 
stage

When providing food, hot food is hot and cold food is cold. .758 Fixed .930 .551 .852

When cooking, it is confirmed whether cooking equipment and containers 
(dishes) have been stored cleanly.

.815 12.939

When cooking, it is confirmed whether cooking equipment and containers 
(dishes) are clean.

.752 11.848

When cooking, it is cooked not making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come out.

.590  9.087

When cooking, sanitation issues are followed well. .777 12.278

Storage
stage

When storing food, a cover of a container is used. .660 Fixed .933 .531 .870

The shelf at a food depots is separated from the floor and the wall at 
intervals of 15cm.

.758 10.308

Knives and butting boards are used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ingredient 
such as vegetable or meat and stored separately.

.767 10.402

When keeping ingredients refrigerated, vegetables and meats are stored 
separately.

.776 10.501

With proper storage at refrigerator, freezer or room temperature by the 
type of food, safety of the food is secured.

.733 10.025

To prevent cross-contamination of food, food is stored after removing the 
existing packing.

.671  9.
297

χ2=224.911(df=101), p=.000, CMIN/DF=2.227, RMR=.021, GFI=.897, AGFI=.861, IFI=.939, CFI=.939, RMSEA=.071

Table 4. Correlations analysis of educational environment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Environment 
friendly attitudes

Before
cooking

Cooking
stage

Storage
stage

Environmental pollution 1

Environmental preservation .535** 1

Environment friendly attitudes .520** .545** 1

Before cooking .465** .464** .463** 1

Cooking stage .464** .409** .504** .692** 1

Storage stage .462** .364** .396** .695** .719** 1

* p<.05  ** p<.01.

요인인 환경오염(β=.434, t=5.599, p<.001), 환경보존(β= 
.258, t=4.266, p<.001)은 친환경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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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ructural equation results

Hypothesis Estimate β t-value p-value Result

H1 Environmental pollution → Environment friendly attitudes .555 .434 5.599 .000*** Supported

H2 Environmental preservation → Environment friendly attitudes .258 .266 3.551 .000*** Supported

H3 Environment friendly attitudes → Before cooking .410 .636 8.256 .000*** Supported

H4 Environment friendly attitudes → Cooking stage .401 .576 7.995 .000*** Supported

H5 Environment friendly attitudes → Storage stage .276 .443 6.068 .000*** Supported

χ2=816.026(df=413), p=.000, CMIN/DF=1.976, GFI=0.831, NFI=0.839 CFI=0.912, RMSEA=0.063
** p<001, *** p<0.001.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조리사들의 친환경태도에 영
향력은 환경보존보다 환경오염의식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조리사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많은 요인들을
직접실행하고 있는 일에서 기인한 듯하다. 친환경태도는 조
리전단계(β=.636, t=8.256, p<.001), 조리단계(β=.576, t=7.995, 
p<.001), 보관단계(β=.443, t=6.068, p<.001),으로 분석되었
다. 조리사의 친환경태도는 조리전단계 >조리단계> 보관단
계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조리사들의 친환경

태도는 조리전단계에서 위생사항, 조리용기, 환경호르몬 등
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6. 조절효과

조리사들의환경의식이친환경태도와식품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리사의 근무기간조절효과를 검정한 결

과는 Table 6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 0.820, NFI 0.780, 
GFI 0.808, IFI 0.865, RMR, 0.049으로 적합도는 기준치에 약
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근무기간을 9년 이하 147명을 low, 9년 이상 99명을
high로 구분하여 χ2 차이검정을 실시 결과 자유모형의 χ2

은 2483.349(df=856)으로 나타났다. Low 집단과 high집단에
친환경태도가 조리 전 단계에서 가징큰 영향력을 나타내었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Hypothesis
Low

 
High Unconstrained model 

χ2(df=856)
Constrained model 
χ2(df=857)

△χ2 

(df=1)β t-value β t-value

H1 .471 3.886*** .401 3.417*** 2,483.349 2,483.846 .497

H2 .329 2.887** .268 2.482 2,483.349 2,483.549 .200

H3 .666 6.880*** .868 4.989*** 2,483.349 2,483.904 .555

H4 .663 7.162*** .716 6.428*** 2,483.349 2,483.545 .196

H5 .624 6.503*** .493 3.474*** 2,483.349 2,488.589 5.240*

CFI=0.820, NFI=0.780, GFI=0.808, IFI=0.865, RMR=0.049
* p<0.05, ** p<0.01, *** p<0.001.

 

고, high 집단에서는 환경보존이 조리사의 태도에 미치는 영
향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조리사들의 환경의식
이친환경태도와식품안전추구행동에미치는영향에서조리

사의 근무기간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조리사의 친환경태

도가 식품안전추구행동의 보관단계에서 근무연수는 △χ2 

(df=1), p<.05에서유의한조절효과를나타내었다. 이러한결
과는 조리사들의 친환경태도가 식품보관단계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조리사들의 근무기간에 따

라서 조리 후 보관단계에서의 강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최근건강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어 안

전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호텔 및
외식업체에서도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유기농 식품의 사

용, 저 농약 농산물 등의 식자재 구입을 통한 음식 자체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호텔 레스
토랑 종사자들에 대한 환경의식조사나 친환경태도에 대한

관계는 명확히 조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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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호텔 레스토랑의 종사자 중에서 식품안전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리사의 친환경의식이 친환경태도 및 식

품안전행동추구와의 구조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주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중요 연구결과를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리사들의 환경의식(환
경오염, 환경보존), 친환경태도, 식품안전추구행동(조리전
단계, 조리단계, 보관단계)와의 구조적인 영향관계분석 결
과 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816.026(df=413), p= 
.000, CMIN/DF=1.976, GFI=0.831, NFI=0.839 CFI=0.912, RMSEA= 
0.063를 나타났다. 가설검정결과, 조리사들의 환경의식의 하
위요인인 환경오염(β=.434, t=5.599, p<.001), 환경보존(β= 
.258, t=4.266, p<.001)은 친환경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조리사들의 친환경태도에 영
향력은 환경보존보다 환경오염의식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조리사들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많은 요인들을
직접조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

된다. Han(2012)은 조리사들의 환경의식의 하위요인을 환
경오염과 친환경 및 예방에관한연구에서 환경오염보다 친

환경 및 예방이 친환경태도에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결과

를 제시하여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Park 등
(2012)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의식과 환경 친화적 소
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경험과 환경관심은 환경태도

에 유의하게 분석되었고, 환경규범과 환경지식은 유의하게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Lee 등(2008)은 외식산업종사원의
환경의식에 따른 환경보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환경의식

중 수질오염과 폐기물만 환경보전행동에 유의하게 분석되

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자들이 다르기

때문인것에서기인한듯하다. 친환경태도는조리전단계(β= 
.636, t=8.256, p<.001), 조리단계(β=.576, t=7.995, p<.001), 
보관단계(β=.443, t=6.068, p<.001),으로 분석되었다. 조리사
의 친환경태도는 조리전단계 >조리단계> 보관단계 순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조리사들의 친환경태도가 조

리 전단계의 위생사항, 조리용기, 환경호르몬등을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조리사들
의 환경의식이 친환경태도와 식품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리사의 근무기간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모형
의 적합도는 CFI=0.820, NFI=0.780, GFI=0.808, IFI=0.865, 
RMR= 0.049로 적합도는 기준치에 약간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절효과를검정하기위하여근무기간을 9년 이
하 147명을 low, 9년 이상 99명을 high로 구분하여 χ2 차이

검정을 실시 결과, 자유모형의 χ2은 2,483.349(df=856)로 나
타났다. 근무기간의 조절효과는 조리사의 친환경태도가 식
품안전추구행동의 보관단계에서 근무연수는 △χ2(df=1), 
p<.05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본 연

구를 통해서 조리사들의 환경의식과 친환경태도, 그리고 식
품안전 추구행동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호텔조리사들

은 환경의식(환경오염, 환경보존)을 가지고 조리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환경의식은 조리
사들의 친환경태도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호텔
조리사들은 본인들이 하는 직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직

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리사들의 친환경태도는 식품안전추구행동에 유의

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인들이 간과하
기 쉬운 조리 전 단계에서 조리 후 보관단계까지 조리사들

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호텔에서 자체교육뿐만 아니
라 조리사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지역
적으로 부산에 위치한 특급호텔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는 지역적 한계점과 선행연구를 토대로조리

사의 환경의식, 친환경태도, 식품안전추구행동에 대한 변수
들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조리사들의 의식을 정확히 파악했

는지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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