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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with a block system and it's effect on preparing 
students for a culinary career in the future. Summing up the outcomes of this study, male students reported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than female students not only regarding a block system per se (significant level 
0.05) but with regards to career preparation as well (level 0.01). According to the choice variations disclosed 
by this study, a strong correlation exists with each of the p-values 0.000. Additionally,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appears to be strongly related to how well it is perceived to prepare students for future jobs 
with a RSQ = 0.840. Summing up the study's conclusions on gender effects,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is higher for males than females due to its being physically harder to take for female than for male students. 
Also, student grades have no correlation with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while they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future job will. Freshmen (first year students) displayed the strongest level of satisfaction 
regarding future career preparation while seniors (fourth year students) the lowest.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can posit a theory; gender and study years have an effect on the satisfaction with a block educational 
program and perceived value of career preparation. Therefore, culinary instructors and planners should 
consider this study's results to improve student satisfaction and future job preparedness.

Key words: block system, job preparedness, gender effect, satisfaction, grade effect

Ⅰ. 서  론

학에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교육만

족도와 미래직업에 한 의지는 매우 요한 요

소이다. 물론 학교육의 운 과 질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는 매우 요한 지표이다(Sin H J․Min H R 

2009). 그 지만 이러한 지표에 한 리나 심

을 집 하는 학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

유는 다양하겠지만 학의 건물이나 규모, 취업

률 등 외 인 문제에 집착을 하다 보니 실제 학생

들에게 있어서 교육만족도와 미래직업간의 인과

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

다. 교육만족도에 한 평가를 해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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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강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리를 

교육하는 학에서도 외는 아니다. 실제 많은 

학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강의평가 결과를 학

생들의 교육만족도에 한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국의 82% 학에서 강의 평가를 실시하

고 있으며 이를 강의 개선 는 교수 평가로 활용

하고 있고, 강의 평가 결과는 학생들의 교육만족

도에 근거하여 학 강의자인 교수 역량평가  

강의 질을 단하는 기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

다(한신일 2005). 그 지만 실제 학생들로부터 이

루어지는 강의평가는 학의 교육 로그램 만족

도를 측정하는 타당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

지에 한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

하고 있다(Min H R 2008). 이는 실제 교수의 역량

이나 강의 내용과 깊이와는 다른 외 인 요인인 

유머나 쇼맨십 그리고 학  등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Feldman KA 1998 ; 
Centra JA 1993). 강의가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평가 

자체가 모든 것을 변해 주지는 않는 다는 것이

다.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으

로서 교수의 역량과 강의는 핵심 인 요소가 되

겠지만 그 외에 다른 변인들도 상당한 향을 

다. 서울 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2006)에서는 

조직성, 학습 부담과 난이도, 성 부여의 공정성, 
친근함과 심, 학습에 한 인식을 비롯하여 교

수의 성별, 연령, 직  등이 모두 교육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 다. 물론 그 외에 연구에

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

가 있다고 하 다(Han S I 2001; Baek S K▪Shin 
H J 2008).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향을 주는 

 다른 요소로는 강의시설과 강좌유형 그리고 

강좌규모 등이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수강

인원의 수가 을수록 강의평가 결과가 높게 나

타났으며, 학문 분야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의 차

이가 날 수 있음으로 나타났다(Baek S K․Shin H 
J 2008 ; Ting K 2000).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다른 향요인으로 학년, 성별, 그리고 공 등

이 있는데, 재까지의 연구결과로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Marsh 
HW & Roche LA 1997).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부분이 학습과

정에 한 학생들의 참여도나 수업 비를 심

으로 학생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학습경험

에서 나오는 만족도 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인식과 학습 방법에 

한 연구가 학생 에서 필요하다는 연구논문

들도 있다(Seo D H․Min H R 2009 ; Yeam M 
H․Park S H 2008). 이러한 에서 보았을 때 

공이나 지역 그리고 학교의 랜드를 불문하고 

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겠고,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학

년, 성별을 통한 교육 로그램 만족도에 한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자신의 미

래직업과 직 인 계가 있는 학의 학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따른 선택과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학과를 선택한 집단 간에 만

족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국내 연구

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

리교육 로그램을 심으로 국내에 도입된 블록

식 실습교육의 만족도와 그에 따른 미래 취업의

지에 한 향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한다. 
한 학년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

여 그 결과를 고찰하고 아울러 선택  요인에 의

한 학교 로그램 만족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
서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년과 성별이 향

력 요인이 불분명한 것에 해서도 본 연구를 통

해 검증을 해보고자 한다. 물로 본 연구가 조리학

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체에 용하기

는 어렵겠지만 연구의 단 를 쌓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 게 선택된 결과

는 조리학과를 운 하고 있는 학교에 제공함으로

써 조리교육 로그램 개발이나 학생들의 지도에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목 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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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블록식교육

블록식 교육의 시 는 유럽교육에서 시작되었

으며, 교사와 학생이 수행방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핀란드식 교육법을 모방하여 집  훈련이 필요

한 교육과정에 용한 교육기법이다. 교육에 있어

서 역할과 수행을 실시하는데 있어 교수와 학생의 

역할을 구분하고, 습, 실행, 복습을 간에 끊어

지는 시간이 없이 실시하기 때문에 습득효과가 높

은 수업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블록식 교육은 교

육스 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 인 학기에

서 과목 스 은 일주일에 5~7개 정도의 과목으

로 스 이 짜여 있으나 블록식 교육은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한 과목에 일주일에 4~5일 는 

6~7일까지도 같은 수업으로 짜여 진다. 이러한 이

유는 과목들 사이에서 옮겨가는 시간과 비시간

을 없애주어 집 력과 성취결과를 높게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로 의과 학이나 집  훈련을 요

하는 로그램에서 블록식 스 을 택하고 있다. 
Kim TH(2002)은 학기제와 블록식교육의 가장 큰 

차이는 교육과정으로서 조리기 과정을 3주간 집

으로 하고 다음 단계의 조리과정으로 다시 3
주간 집 하기 때문에 체계 이고 단계 인 교육

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 다. 이와 함께 블록식 

교육의 장 으로는 조리 련 지식이 없는 보자

라 할지라도 단계별 집 교육을 받음으로서 기술

과 이론에 있어 단기간에 체계  훈련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 다. 한편 단 으로는 교수확보율

과 실습실을 보유율을 높여야 하므로 교육비가 높

아지는데 있다. 조리교육부분에서 블록식 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학교로서는 미국조리 학(C.I.A)
와 Johnson & Wales University (2008)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 미국과 유럽의 조리학

교 부분은 블록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미래직업의지

미래에 한 개척은 개인과 조직을 두고 어느 

쪽에 비 을 둘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다. 하지만 

미래 개척에 있어서 두 가지 모두를 리해야 한

다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Hall D 1971). 미
래 직업 의지에 해서는 자신의 목표를 계획하

고 실행하는 것에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를 세워서 이를 실행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속 으로 노력하는 과정과 

매우 한 계를 가지고 있다. Gould S(1979)
는 일단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해

서 각종 노력을 하게 되며, 노력과 응의 결과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개척에 한 자부심과 몰입

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모델을 제시하 다. 즉 목

표와 이에 한 구체 인 행 계획은 미래 직업

에 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다. 김병숙(2006)
은 이와 련하여 생존과 인지, 정서  반응, 목표

설정,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목표설정 과정

을 도식화하여 목표를 실 하기 한 생애의 미

래시간 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도식화를 하 다.

Ⅲ. 연구변인  설계 

1. 연구 상

본 연구는 2011년 의 W 학교 외식조리

학부 학생들 1~4학년들을 상으로 지면 설문을 

통해 받은 응답의 결과이다. W 학교 외식조리

학부는 100명의 신입생을 정원으로 하여 총 400
명의 정원이나 재 370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되

어 있어 이들을 표본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설
문지는 연구변인에서 설명되었으며 각 학년별 수

업이 끝난 후 배부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 으며, 
결원과 무효 설문지를 제외한 360매를 본 연구에 

사용하 다. 연구 상인 W 학은 2001년부터 

조리실습교육에 있어서 블록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한 선행연구로는 한국조리학회 

2002년 정기하계학술세미나에서 Kim TH(2002)
의 “블록식(Block)교육의 도입과 운 방안에 

한연구”를 시작으로 일부 논문에서 블록식 교육

에 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실제 재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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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 contents

Variation Questions

Choice variation
 Voluntary choice

 a1  Choice by oneself
 a2  Preferences 

 Reluctant choice
 a3  Suggestions by others
 a4  Choice by grade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c1  Satisfaction
 c2  Effectiveness 
 c3  Necessity

Job will for future
 d1  Get a job will
 d2  overseas employment
 d3  Challenge to find a job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논문은 찾아 볼 수 없었

다(Oh ST 2010).

2. 연구의 변인

본 연구의 변인은 크게 선택변인으로 자기스스

로 미래 직업인 조리 분야에 한 자의 인 선택

과 자의  선택이 아닌 주 의 권유나 성  등 다

른 요인에 의해서 학과를 선택한 타의  선택으

로 구분하 다. 다음으로는 학년변인과 성별변인

을 정하 는데, 4년제 학이므로  학년을 상

으로 하 고, 성별을 구분하 다. 아울러 블록식 

수업과 미래 직업에 한 의지로 구분하 다. 이
러한 선택  변인은 매우 요한데, 변인들을 통

해서 조리학과 학생들의 블록식 조리교육 로

그램에 한 만족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악

하고 동시에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 권  외(2002)는 연구에

서 성에 따라 변인별 만족도가 상  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으며, 학년에 따라서 일

부 미비하지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 다. 

1) 설문지 구성

설문의 내용으로서는 학과선택 동기가 매우 

요한 변인이므로 조리선택을 본인의 의사결정과 

타에 의한 의사결정 등으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심 분야에 한 질문 역시 5개의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족도에 한 질문은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미래 망과 

요도 그리고 인구 통계  질문 11개 항목을 포

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Min H 
R 외(2008) 연구에서 문항을 발췌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리학과재학생들에 맞도록 재구성하

다. 각 질문들은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5  

리커트 척도( ①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이

다. ④그 다. ⑤매우 그 다.)에서 응답할 수 있

도록 하여 측정하 다. 설문지의 주요 구성은 

<Table 1>과 같다.

2) 블록식교육제도

본 연구에서 블록식 교육제도는 Kim TH(2002)
의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을 심으로 하여 국내 

교육이 15주를 기본으로 형성된 교육과정을 15일
을 연속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 단계에서부터 , 고 단계로 

이어지는 조리실습교육시스템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학생들은 같은 과목을 3주 동안 연속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동안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미래직업의지

미래 직업의지란 Gould S(1979)와 김병숙(2006)
의 선행연구에서 자신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한 노력에 한 인지

정도를 말한다. 특히 조리 분야의 경우 일부 학생

들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던 직업에 

한 막연한 상상을 조리학과에 재학을 하면서 

장실습과 조리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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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깨달게 되고 이를 회피하거나 다른 직업을 선택

하려고 과나 편입을 고려하는 것에 반하여 

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

하여 반드시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

도 미래직업의지에 포함되어 있다. 

3. 연구 모형  가설

본 연구에서는 조리학과 학생들의 블록식 조리

로그램 만족도를 알아보기 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a-1:  선택변인(자의 선택, 타의 선택)은 블록

식 수업 로그램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a-2:  학년에 따라서 블록식 수업 로그램 만

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a-3:  성별에 따라서 블록식 수업 로그램 만

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b-1:  선택변인(자의 선택, 타의 선택)은 미래 

직업 의지에 향을 미칠 것이다.  
Hb-2:  학년에 따라서 미래 직업 의지는 차이

가 있을 것이다.
Hb-3:  성별에 따라서 미래 직업 의지는 차이

가 있을 것이다.
Hc-1 : 블록식 수업 로그램 만족도는 미래 직

업 의지에 향을 미칠 것이다.

4. 자료 분석 방법

먼  기본 으로 연구요인에 한 타당성검증

을 해서는 직간회 방법에 하나인 베리맥스

(Varimax)회 을 하 고, 내 일 성에 해서는 

크롬바 알 계수를 측정하 다. 성별과 학년별 

차이분석에는 두 집단 간 차이분석법인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용하 고, 사후검증으로

는 Tukeydml HSD과 Duncan법을 이용하 다. 아
울러 가설을 검증하기 해서 회귀분석을 통한 

분산팽창지수(VIF)를 용하 다. 통계분석은 

SPSS/vWin12.0 로그램을 사용하 다. 

Ⅳ. 연구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먼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특이한 을 살펴볼 때 남녀 비율을 남자 50.3%, 
여자 49.7%로 조리과 학생의 남녀 분포는 남녀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1
학년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2학년, 3,4학년 순

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 형태로는 인문계고등학

교 출신이 71.4%로 압도 으로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조리 련 고등학교와 실업계 순으로 나타

났다. 출신지역으로는 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있

으며, W 학이 치한  지역에 출신 학생들

의 비율은 9.7%에 불과하 다. 서울과 경기 지역

을 합하여 35%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집도가 

높은 곳에서 비율 으로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심분야로는 양식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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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y 
Total frequency(n=360)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181 50.3

Female 179 49.7
Total 360 100

Grade

Fresh man 110 30.6
Sophomore 104 28.9

Junior 88 24.4
Senior 58 16.1
Total 360 100

Education

Culinary high school 63 17.5
Humanities high school 257 71.4
Business high school 34 9.4

Others 6 1.7
Total 360 100

Native Place

Seoul 56 15.6
Kyunggido 72 20.0
Kangwondo 20 5.6

Kyungsang Namdo 28 7.8
Kyungsang Bukdo 24 6.7

Jeonla Namdo 14 3.9
Jeonla Bukdo 5 1.4

Chungchung Namdo 31 8.6
Chungchung Bukdo 21 5.8

Jejudo 10 2.8
Daejeon 35 9.7
Busan 15 4.2
Daegu 7 1.9
Gangju 2 0.6
Ulsan 7 1.9

Incheon 13 3.6
Total 360 100

Field of interest

Korean Cuisine 109 30.3
Chinese Cuisine 24 6.7
Western Cuisine 113 31.4
Japanese Cuisine 34 9.4
Baking & Pastry 42 11.7

Food Stylist 27 7.5
Others 11 3.1
Total 360 100

Get a job desired

Restaurant 107 29.7
Hotel 137 38.1

Food company 31 8.6
Food institute 33 9.2

Baking & pastry 15 4.2
Chef Instructor 25 6.9

Others 12 3.3
Total 3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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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reliability and validity

Variation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Job will for future Voluntary Choice Reluctant Choice

c1
c2
c3

0.869
0.892
0.783

d1
d2
d3

0.720
0.849
0.620

a1
a2

0.830
0.852

a3
a4

0.853
0.819

Eigenvalue 2.314 1.749 1.673 1.523
Variance 23.137 17.489 16.734 15.231

Cumulative variance 23.137 40.626 57.360 72.591
Cronbach' 0.828 0.666 0.752 0.641

한식 30.3%로 근소하게 양식이 앞서고 있다. 다
른 분야에 비하여 한식에 심이 높은 것은 정부

정책인 한식세계화에 따른 시  흐름이 학생들

의 심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취업분야에서는 호텔 38.1%와 뒤를 이어 

스토랑 29.7%로 아직 호텔분야에 한 학생들

의 취업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토랑과 그 

외 분야에도 골고루 분포된 것을 알 수 있다.

2. 타당성  신뢰성 검증

각 요인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 시 요인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해 직각회  방법 의 하

나인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하여 회 하

다.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와 같다. 변수와 

요인의 상 계를 나타내는 값인 요인 재량

(factor loading)을 살펴보면 그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요인 재량이 높

은 변수일수록 그 요인에 포함시켜야 된다. 따라

서 측정설문문항의 타당성은 검증되었다. 한 

측정항목에 한 신뢰성 검정을 해 내 일 성

을 나타내는 크롬바의 알 계수(Cronbach' α)를 

구했다. <Table 3>에서 보는 것처럼 크롬바의 알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측정항목에 한 신

뢰성을 만족하 다.

3. 가설검정을 한 회귀분석

1) 선택변인이 블록식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향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Ha-1을 검정하기 

해 선택변인들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4>에서 보는 것처럼 각 요인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므로 원자료가 아닌 주성분

수(principal component score)를 구하여 다 회귀

분석에 이용하 다. 우선 다 공선성(multicolli-
nearity)의 문제를 알아보기 해서 공차한계

(tolerance)를 살펴보면 두 변수 모두 0.395로 0.2
이상이다. 일반 으로 공차한계가 0.2이하이거나 

VIF(분산팽창지수)가 10이상이면 다 공성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다 공선성문제는 없다

고 볼 수 있다. 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서 

유의수  5%에서 자의  선택과 타의  선택 모

두 p-value가 0.000이므로 매우 유의하다. 자의

으로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타의  선택을 한 학

생들보다 블록식 수업 만족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Ha-1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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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test for job will for future by gender

Independent Variable Category Mean S.D T-value P-value

Gender
male 4.4641 0.813 2.820 0.005**

female 4.2067 0.916
**: p<0.01

<Table 6> ANOVA of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and job will for future by grade

Dependent Variable Grade Mean S.D F-value P-value Post hoc test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fresh man 3.727 1.083 1.710 0.165 ①=②=③=④
sophomore 3.952 0.907

sophists 3.829 1.052
seniors 3.596 1.083

Job will for future

fresh man 4.573 0.627 4.713 0.003** ①=③>②=④
sophomore 4.173 0.949

junior 4.341 0.741
seniors 4.172 1.186

**: p<0.01

<Table 4> The effect of the choice variables on satisfaction with a block education system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t-value P-value Tolerance VIF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Voluntarily Choice
Reluctantly Choice

0.589
0.341

10.622
14.221

0.000
0.000

0.395
0.395

2.530
2.530

=0.892    adjusted =0.796       F=695.567     P-value=0.000

2) 성별에 따른 직업의지와 학년별 블록식 

수업만족도

<Table 5>는 “성별에 따라서 미래 직업 의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Hb-3을 검증하기 

T-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p값이 0.005로 유의수

 0.01에서 성별에 따라 미래 직업의지에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즉, 성별에 따라 미래 직업

의지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미래 직업의지

가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Hb-3
은 채택되었다. <Table 6>에서는 가설 Ha-2와 가

설 Hb-2을 검증하기 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학년별 블록식 수업 만족도에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가설 Ha-2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나 학년별 미래직업의지에는 차이가 있다. p
값이 0.003로 유의수  0.01에서 학년별 미래직업

의지에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사후분석으

로 Tukey의 HSD 방법과 Duncan방법을 용하

다. 두 방법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 다. 1학년이 

미래직업의지가 다른 학년에 비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4학년이 미래직업의지가 다른 학년

에 비해 제일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

설 Hb-2는 채택되었다.

3) 성별에 따른 수업만족도 차이분석

<Table 7>는 가설 Ha-3인 성별에 따른 블록식 

수업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이다. p값이 0.012로 유의수  

0.05에서 성별에 따라 블록식 수업만족도에 유의

한 결과를 보 다. 즉, 성별에 따라 블록식 수업만

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균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블록식 수업만

족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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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effect of the choice variables on job will for futur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t-value P-value Tolerance VIF

Job will for 
future

1. Voluntarily Choice
2. Reluctantly Choice 

0.706
0.158

17.299
8.977

0.000
0.000

0.395
0.395

2.529
2.529

=0.902    adjusted =0.814       F=785.687    P-value=0.000

<Table 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on job will for futur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T-value P-value
Job will for future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0.650 29.271 0.000

=0.840    adjusted =0.705       F=856.801    P-value=0.000

<Table 7> T-test for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by gender 

Independent 
Variable Category Mean S.D T-value P-value

Gender
male 3.933 1.065 2.539 0.012*

female 3.659 0.978
*: p<0.05

<Table 8> Correlation analysis by aspects

Correlation 1 2 3 4
1  Voluntary choice
2  Reluctant choice
3  Satisfaction with a block system 
4  Job will for future 

1.0
-0.331**
0.109*
0.437**

1.0
0.041

-0.111*
1.0

0.190** 1.0
 * p<0.05, ** p<0.01

Ha-3은 채택되었다.

4. 각 요인 간의 상 분석

본 논문에서 고려된 각 요인들 간의 상 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8>에 정리하 다. 자의

 선택과 미래직업의지의 상 계수는 0.437로 

가장 큰 양의 상 계를 보 다. 이는 자의  선

택을 한 학생은 미래의 직업의지가 강한 것을 의

미한다. 반면에 타의  선택과 미래직업의지의 

상 계수는 -0.111로 음의 상 계가 있다. 이것

은 타의  선택을 한 학생은 미래에 한 직업의

지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식 수업만족

도와 자의  선택사이에는 양의 상 이 존재하지

만 타의  선택 사이에는 상 계가 없다. 자의

 선택으로 학과에 들어 온 학생이 블록식 수업 

만족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는 가설 Hb-1을 검정하기 해 실시

한 다 회귀분석 결과이다. 다 공선성(multicol-
linearity)의 문제를 알아보기 해서 공차한계

(tolerance)를 살펴보면 두 변수 모두 0.395이고 분

산팽창지수가 2.529이므로 다 공선성은 존재하

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에서 유의수  5%에서 자의  선택과 타의

 선택 모두 p-value가 0.000이므로 매우 유의하

다. 자의  선택이 타의  선택에 비해 미래직업 

의지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가설 Hb-1는 채택되었다.

<Table 10>는 연구가설 Hc-1을 검증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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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efficient of regression among choice, satisfaction and job will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합 된 회귀식이 매

우 유의하고(p-value=0.000) 결정계수도 0.840으
로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추정된 회귀계수는 

0.650으로 블록식 수업만족도가 1만큼 크면 미래

직업의지는 0.65만큼 커진다. 따라서 가설 Hc-1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검정 결과를 이용하

여 <Fig. 1>의 연구모형도에서 추출하여 만든 회

귀계수의 값을 표시한 것이 <Fig. 2>이다. <Fig. 
2>에서 각 요인의 회귀계수 검정에서 유의수  

0.05하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회귀계수에는 

실선으로 표시하 다. 본 분석은 연구의 큰 틀에

서 선택요인이 블록식 교육만족도와 미래직업의

지에 미치는 강도를 표시한 것으로 본 연구의 가

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요인, 블록식교육

만족도, 그리고 미래직업의지와의 계를 한 에 

볼 수 있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조리학과 재학생들의 학과 선택에 

따른 블록식 수업 로그램에 한 만족도와 미래 

직업의지에 향  요인들을 확인하기 한 것

이다. 이에 한 변인으로 선택, 성별과 학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먼  선택변

인이 블록식 수업 로그램에 만족도와 련이 있

는지를 검증하 으며, 학년과 성별에 따라 블록

식 수업 로그램에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과 역시 미래직업의지에도 어떠한 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 다. 아울러 블록식 수업 로그램

의 만족도가 미래 직업 의지에 향을 주는 것에 

해서도 검증을 실시하 다.
먼  연구의 요인과 변수간 상 계를 측정하

기 해서 요인분석과 베리맥스(Varimax)회 에 

의한 재량(factor loading)이 최  0.620에서 최

 0.892까지 나타났으며  값 모두 0.6이상으

로 요인과 변수간 정의 상 계와 타당성을 충

족하 으며, 항목 신뢰성에 한 크롬바의 알

계수(Cronbach' α) 역시 0.6이상으로 측정항목에 

한 신뢰성을 만족하 다. 두 번째로 논문에 사

용된 요인들 간의 상 분석에 따라 자의  선택

과 미래직업의지 간에는 양의 상 계를 보 고, 
타의  선택과 미래직업의지 간에는 음의 상

계를 보 다. 이러한 바탕 에서 성별과 학년별

에 따른 수업만족도를 보기 해 성별에서는 T-검
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0.05에서 유의성을 보

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수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미래 직업 의

지에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래 직업의지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블록식 수업

로그램은 조리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지

속되는 교육으로 기술습득에는 유리하지만 상당

한 체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학생들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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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해야하는 과정에서 수업만족도가 비교  낮

을 수 있다. 이어서 학년별로는 네 개의 그룹이므

로 ANOVA분석을 하 는데, 학년 간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학년이 블록식 

수업을 시행하므로 1학년부터 계속하여 수업을 

해오면서 블록식 수업이 학년이 바 면서 시스템

이 변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 학년별 

미래직업의지에서는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년별은 다집단이므로 사

후분석 Tukey(HSD)와 Duncan으로 검증하 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 다. 그 결과 1학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4학년이 비교  약하게 나

타났다. 4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미래직업의지가 

약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볼 때 1학년들은 처

음 조리학과를 선택하여 수업을 시작할 때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조리와 

련된 산업분야에 실을 차츰 알게 되면서 

실 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학년이 높아지는 시기인 3학
년부터 미래 직업에 한 극 인 진로경로지도

와 개척몰입과 련된 상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자의 으로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타의

으로 선택을 한 학생들보다 만족도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택변인이 미래직업의지에 

미치는 향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자신

이 선택한 결과에 해서 책임감과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나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검

증이 된바 있으며 블록식 수업에서도 같은 결과

를 얻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식 수업만족

도와 미래직업의지에서도 p-value 0.000수 으로 

유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결정계수도 

0.840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결론을 정리하

면 성별에 따라서 블록식 로그램의 만족도와 

미래직업의지는 차이가 있고, 학년에 따라서 차

이는 없지만 미래직업의지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선택 변인은 블록식 로그램 만족도에 향을 

미치며, 블록식 로그램에 만족도가 높으면 미

래직업의지도 강하게 나타나므로 교육 로그램

의 만족도는 미래직업의지에 상당한 향을 주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검증이 되었다.

Ha-1: 선택변인(자의 선택, 타의 선택)은 블록

식 수업 로그램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a-2: 학년에 따라서 블록식 수업 로그램 만

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Ha-3: 성별에 따라서 블록식 수업 로그램 만

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b-1: 선택변인(자의 선택, 타의 선택)은 미래 

직업 의지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b-2: 학년에 따라서 미래 직업 의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b-3: 성별에 따라서 미래 직업 의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Hc-1 : 블록식 수업 로그램 만족도는 미래 직

업 의지에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한다면 먼

 학의 학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학생 자신

의 선택을 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학교를 입학하는 평균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볼 

때 법률 으로 성인이며 성인의 경우 자신이 선

택한 결정에 해서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무

언의 사회  분 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역시

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의 선택의지를 분명하게 악할 수 있는 입시 제

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능 성 에 의해서 학

교를 선택하는 통 인 방식보다는 수시와 입학

사정 제도 등의 학입시방법이 폭넓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조리학과와 같이 실용학문

의 경우 육체 으로 감당해야 하는 물리  한계

를 가진 로그램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에 

한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물론 모든 것을 

차별화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로그램 운 은 학생들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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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이나 재 로그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성별에 따라 

만족도와 미래직업의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성별에 따른 직업상담 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들이 미래 진로에 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학년에 따라서 미래직업의지가 다르게 나

타났으며 그  1학년이 가장 높고 4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므로 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동

안 입할 할 때 가지고 있던 직업에 한 열정을 

계속해서 북돋아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 한 

것으로 보인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직업의지가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다 진보

된 장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여 용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넷째, 블록식 수업 로그램 만족도

는 미래직업의지에 정(+)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지속 인 블록교육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단 만들어진 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부

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진부화를 방지하고 

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지속 인 

검과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단일 학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를 하 기에 모든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 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인 연구로는 다른 

지역에 조리학과 재학생들로 상을 넓 서 비교

군을 만든 후 서로 간의 교육만족도를 조사하여 

연구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모쪼록 본 연구가 조리를 교육하고 있는 교

육기 과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다.

한  록

본 연구는 조리학과 재학생들의 학과 선택에 

따른 블록식 수업 로그램에 한 만족도와 미래 

직업의지에 향  요인들을 확인하기 해 변

인으로 선택, 성별과 학년으로 구분하여 검증하

다. 이와 함께 블록식 수업 로그램의 만족도

가 미래 직업 의지에 향을 주는 것에 해서도 

검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수업만족도 T-검증 결과로 볼 때 유의수  

0.05에서 유의성을 보 으며, 남학생들이 여학생

들보다. 수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에 따른 미래 직업 의지에서도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미래 직업의지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
러나 학년별 블록식 수업만족도 검증에서는 학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년별 미래

직업의지에서는 유의수  0.01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결과 으로 1학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4학년이 비교  약하게 나타났다. 다음

으로 선택변인에 따라 블록식 수업 로그램 만족

도를 검증한 결과 두 변인 간 상 계가 존재하

고, 유의성검증에서도 모두 p-value가 0.000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해서 책임감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검증이 된바 있으며 

블록식 수업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블록식 수업만족도와 미래직업의지

와의 계에서도 p-value 0.000수 으로 유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회귀결정계수도 0.840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성별에 따라서 블록식 로그램의 만족도와 

미래직업의지는 차이가 나는 것은 여학생들이 남

학생보다 블록식 교육시스템에서 육체 으로 더 

힘들게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학년에 따

라서 차이는 없지만 미래직업의지에는 차이가 나

타났다. 학년에 따른 미래직업의지에서 1학년이 

가잔 높고 4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성별에 따라 블록시스템에 만족도

가 다르고 학년에 따라 미래직업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조리 교사들은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서 

학생들의 미래직업 비와 수업만족도에 한 개

선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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