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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empirically to investigate awareness of the on-the-job training of university students of 
co-op programs and satisfaction of the training for their job intention. The main study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on-the-job training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 training, it was found that students participating in on-the-job training is related to curriculum of 
the department, job specification, language ability, and future job prospect. Second, the results of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importance of on-the-job training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 job intention was 
connectivity factor. That is why the students had the intention to work for a company that is matched for 
their major and the company where they took the on-the-job training. Third, the results of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with the on-the-job training and the satisfaction with the job intention, 
satisfaction with the on-the-job training was influenced by the satisfaction with the job intention. Through 
the on-the-job training, it was evaluated that work ability and skills of the students were improved, and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future employment.

Key words: college student, co-operation program, on-the-job training, recognition, satisfaction, 
finding employment

Ⅰ. 서  론

오늘날과 같이 국제 경쟁력이 치열한 때에는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의 개발과 새로

운 첨단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이러

한 인력의 개발은 학계만의 노력에 의해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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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계와의 유기 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

는데(Lee HJ 2005), 산학간의 력은 실질 으로 

산업 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의미에서 산학

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학계의 의지만으

로 성공할 수 없고 업계의 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즉, 상호보완 이면서 공존공생 계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산학간의 력이 실히 필

요한 것이다(Kim YJ, Kim PU 1998).
따라서 종 의 지식 보 에 을 두었던 

학의 역할이 재는 산·학·연 력체제 구축을 통

한 지식 기술의 개발과 보  그리고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제고의 범주까지 그 역할이 확  되고 

있다. 2003년에는 산학 력을 내실화하기 하여 

산업교육진흥  산학 력 진에 한 법률 시행

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산학 력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특성화사업센터, 연구개발센터, 기술 지

원 센터, 산학 력지원센터를 운 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시  배경  학의 학업기간에 

따라 산학 력의 추진내용이 다르게 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의 산학 력의 내용은 일률

이고 단편 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Park EJ 2010).
아직도 산학 동에 한 반 인 인식의 부족, 

교육소비자로서의 이윤추구가 목 인 기업에 

한 학교의 인식부족, 산업체의 장실습에 한 

소극 인 수용자세 등으로 목할만한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Huer YD 2000). 
그러므로 학계와 업계는 산학 동 장실습생들

의 장실습 만족도 하의 원인을 정확히 악하

고 상되는 문제 은 사 에 방하여 장실습 

만족의 향상을 기하여 산학 동의 효과 인 운

으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해야한다. 따라서 장실

습은 교과과정  공필수로 분류될 만큼 매우 

요하게 다루어지는 교육방법 의 하나로 학교

에서 배웠던 부분을 실제 으로 경험함으로서 외

식  호텔산업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

에 학생들의 진로에 향을  수 있다.

장실습의 필요성은 교육기 ․산업체․ 체 

국가사회 모두의 에서  더 크게 부각되

고 있다. 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론과 기술을 효

과 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 로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학교교육 활동을 통하여 산

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제 로 충족시키기에

는 한계가 있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길러진 졸업

생들의 능력과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과는 

일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Yang YH 2010).
과학기술의 격한 발 과 더불어 호텔, 외식, 

조리학과의 격한 증가로 산업체와 학교간의 

력을 통하여 학생들은 이론을 통한 실무교육을 

산업체는 실습을 통하여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호텔, 외식, 조리 분야의 2년제 2학년

과 4년제 4학년 학생들이 장실습생으로 참여하

고 있다.
장실습생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직무 수행능력과 직

무환경에 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장실습에 임

하게 된다면 장실습의 효과는 극 화 될 수 있

겠지만, 반면에 실습생들이 자기의 직무환경이나 

직무수행 능력에 해 만족하지 못한 가운데 실

습에 임하게 된다면 장실습 뿐만 아니라, 앞으

로 졸업 후의 취업  직업 세계에 해서도 두려

움과 부정 인 시각을 갖고 쉽게 응하지 못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호텔, 외식, 조

리 공 장실습생들로 하여  장실습 시 산

학 동 장실습에 한 장실습생의 요도 인

식과 실습 후 만족도에 따른 취업의사를 알아

으로서 장실습의 개선방안을 악하여 장실

습에 한 기 자료로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Ⅱ. 이론  배경

1. 산학 동의 정의와 특성

1906년 Herman Schneider가 처음으로 산학

동 교육제도를 제창하고, 지식과 실무경험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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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강조하 다. 1950년 에 Harvard 학교수 

Frederick Terman은 학계와 산업체가 트  

계를 성립하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 

경제를 진하는 “Silicom Valley Type”을 제출하

다.
1970년에 산학 동은 산업계와 학계에서 많은 

심을 받지 못했지만, 불과 10∼15년 사이 지나

면서 빠르게 발 하여 사회 각계의 심을 불러 

일으켰다(Ladislav C & Paul S 1992).
Kim HY(1969)은 “산학 동(Industry-School 

Cooperation System or Work Study Cooperation 
Education)이란 교육계와 산업계 상호간의 유기

인 조를 통하여 경 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

아가서는 경제발 에 박차를 가하기 한 일체의 

노력을 의미한다고 하 다. Kim MR(2005)은 산

학 동이란 학계와 산업체가 교육  연구를 상

호 력에 의해서 학계에서는 기술교육과 연구 활

동을 진하고, 산업체에서는 유능한 인 자원을 

용이하게 확보, 유치할 수 있고, 기업의 산출물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 다. Lee 
BU(2009)은 산학 동이란 기업과 학교간의 목

을 효율 으로 달성하고, 연구 활동의 합작을 통

해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한 체계

인 노력이라고 했다.
Jin YH(2003)은 산업계  유 기 사이의 공

동계획지도하에 장차 산업계에서 일하고자하는 

학생을 상호 동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추구함

과 동시에 산업경 의 실효성을 높이기 한 일

체의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 심 산학 동 장실습생이란 학생

을 심으로 산업체와 학교간의 력을 통하여 

취업 하기  학생들이 산업체에 방문하여 그동

안 배운 이론을 통하여 장에서 실무교육을 습

득하는 과정이다. 이에 산업체는 실습을 통하여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서는 좋은 인력을 

산업체에 취업시키는데 목 이 있다.
따라서 산학 동에 한 다양한 정의로서 학자

마다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참여 단 의 

과 추구하는 목표에 따른 차이로서 학계 · 산
업계와 유 기  등이 각기의 목표를 가지고 교

육훈련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력으로 집

약될 수 있다. 산업 동에 있어 학계와 업계의 산

학실습에 한 뚜렷한 의견차가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주체가 가지고 강 ·약 이 있으며 강 으

로 인한 유인요소와 약 으로 인한 해요소를 

부담하고 있다. 산학 간 주체별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장실습의 개념과 업무의 흐름도

장실습이란 장래의 직업에 원활히 응하도

록 하기 하여 재학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공분야의 기능숙달, 생산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

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장 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심화시키고,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산업기술을 습득하여 장 응력을 

배양한다(Waryszak, R. Z. 1999). 이와 같은 장

실습은 장경험교육(work experience education)
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장경험 

교육 에서 직업 교육목 의 경험교육(work ex-
perience)만을 뜻하기도 한다. Beard DF(1998)는 

장경험교육을 학교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학생

을 재학 (학기  는 방학 )에 일의 환경에 

참여시켜 교양  혹은 직업 으로 필요한 교육경

험을 얻도록 확 된 로그램이라고 정의하 고, 
Lee HJ(2005)은 장실습을 과학기술의 속한 

발 에 따라 직무 장에서의 역할을 많은 변화가 

견되는 의 한 미래의 산업사회에 원만히 

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학습

계획이라고 하 다.
즉 장실습에 의해서 학습이 종래의 학교의 

역을 벗어나 이론과 실제가 결합됨으로써 지식

뿐만 아니라 능력을 함께 개발하도록 해 다는 

것이다. 장실습은 한마디로 기 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하여 생산 인 작업 상에서 

경험을 습득하도록 계획된 로그램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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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ubject feature between industry and college

Classification Strength Weakness Attractancy Obstructive factor

college

-plentiful high Quality 
professional manpower

-accumulated basic 
science research ability

-compelling researching 
and motivator 

-focused education and 
basic theory

-a vulnerable industry 
sense of realism

-shortage of facilities 
and funds

-increase in demand 
experts training for 
industry

-expectation improvement 
facility for study, 
financial aid

-shirking emotion to 
cooperation with industry

-distrust to industry levels 
of skill

-a pressure to gap industry 
and academic on the 
result commercialization 

Industry

-funds supply
-field technology
-application technique
-having the relative 
technique information

-know how for 
commercialized and 
development 

-insufficient for basic 
science technology

-indifference to 
develop next 
generation technology

-lack high skilled 
manpower

-mitigation excessive 
investment 

-increase time efficiency
-utilize high quality 
experts

-supplied idea for 
development new 
technology

-opportunity join to 
government enterprise

-dependence on 
introduction of technology 

-a leakage of information 
-insufficiency for 
continue-education system

-mistrust for ability and 
results

출처: 권업.‘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산학 동 패러다임’. p201.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실습의 의의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산업 장에서 실천함으로써 

공분야에 한 이론과 실제를 체험할 수 있고, 
공분야의 여러 직종에 한 사  경험을 통하

여 진로선택에 참고 할 수 있다. 한 학생들에게 

일의 가치와 수반된 책임감, 성취감 등을 경험하

게 하며, 사람들과 하고 동하는 과정에 원

만한 인간 계를 체험하고 계분야의 인사들과 

유 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주며, 학교 수업의 

미비  보완과 학교 교육과정의 장 연계를 제

고시킬 수 있다.
진흥법에 의하면 장 시기는 동·하계 방

학  실시하되 매월 에서 월말까지를 원칙으

로 하며 학교와 업체가 합의하여 실습기간  시

기를 별도로 조정하고 있으며 한 업체의 수용

가능 인원을 감안하여 지역 인 편 을 방지하기 

해 소속학교 소재지역 는 권역별로 배정하고 

신청업체가 없는 지역의 경우 배치계획에서 제외

시킨다. 배치된 학생들은 장실습표 약서에 

의거 업체와 학교가 작성한 장실습계획에 의해 

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장실습 부서에 배치되

고 폭 넓게 다양한 경험을 해 순환실습 기회도 

제공받는다. 장실습 업무의 흐름도를 보면 <Fig 
1>과 같다.

3. 산학 동 장실습만족과 취업의사만족

산학 동에 있어서 궁극 인 목 은 상호 연계 

하에 보완 인 계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만한 계가 유지되기 해서는 

두 주체간의 만족도가 큰 향을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만족만을 우선시 하는 개념과 달리 산

학 동에서는 하나의 상이 아니라 두 주체 모

두의 만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장 담당자와 

실습학생 어느 한 쪽의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두 

주체 모두의 만족이 유지되어야 산학 동의 목

이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장 실습의 가치는 하나의 

장 단 와 실습 상의 만족도가 사후 평가와 사

후 계의 원인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있다(Jeong 
JY · Cho JR 2003).

만족에 한 일반화된 개념 근은 기 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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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in application to professor

send in to company 

assign and informed hotels, restaurants, food companies

pre-visit the field education company and discuss

confirmed acceptance 

aim for the field education goal

orientation of field education 

assign students to each enterprise

notify the enterprise

students lead to the enterprise

arrive at the field education place

field orientation

take field education programs

evaluate the field education 

complete field education 

planing
field education

preparation

dispatch
students

finish
field education

start
field education

request to appoint 
the company

check
job specifications

check arrival

field instruction

feedback
filed documentation

<Fig. 1> field education action flow chart

간의 비교로서 단되는데. 만족경험이란, 지각

된 실제 경험과 기 간의 일치 정도에 한 가능

성으로 표 되고 있다(Miller JA 1997).
만족이란 경험에 한 만족감이 아니라 경험이 

어도 좋은 것으로 추측되어질 수 있게 하는 평

가로 보는 (Ghiselli RE 2001)과 제품이나 서

비스에 한 인식  감정으로 개념화를 하기도 

한다.
만족이론은 Oliver(1980)에 의하여 비교모델이 

개발되어 진 후, 고객이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제

품의 성과에 한 그들의 지각과 비교할 때 만족

감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각된 성과가 기 보다 

높다면 정 인 불일치가 되게 되고 반 로 지

각된 성과가 기 보다 낮다면 부정 인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며 만족을 어들게 하는 것으로 보

고 있다.
Oliver(1986)는 만족에 한 정의로 “불일치된 

기 와 경험에 해 사 으로 가지고 있던 감

정이 복합 으로 결합하여 발생된 종합 인 심리

상태”라고 하 다. 한 Oliver(1996)는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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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udy in Advanced research

researcher Subjects

Bultena & Klessing(1969)
Satisfaction expressed as a possibility of agreement between perceived real experience 
and expectation 

Oliver(1996)
Satisfaction as an overall mental state combining inconsistent expectation and 
experience with existing feelings 

Williams(1989) The cognitive feelings toward products and services
Oliver(2001) Satisfaction as a response of judging how much his/her desire is fulfilled 

Pathman, D. E. et, al(2002) Satisfaction is recognition of feeling rewarded fully for the price he/she paid for
Source: summed up by the writer

 H2

 H1

Students realized the importance of 
field education  H3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field 
education

<Fig. 2> Research Model

자신의 욕구가 얼마나 채워졌는지에 하여 단

하는 반응”이라는 총체  정의를 제시하면서, 이 

때 만족개념이 분석 수 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Ⅲ. 실증조사의 비

1. 연구모형의 설계  연구가설의 설정

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부권에 있는 D, W, D, W 학의 

호텔, 외식, 조리 공학생들이 장실습을 경험

한 학생을 표본으로 선정하 으며, 이러한 표본

선정은 Lee HJ(2005)선행연구에서 호텔 장실

습에 한 실습  인식과 실습 후 만족도에 경험

이 있는 선행연구를 본 연구에 용하 다. 
본 연구는 학생 심 산학 동 장실습생의 

요도 인식과 만족도가 취업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모형은 <Fig 2>와 같다.

2) 연구의 가설설정

가설은 실제 증명에 앞서서 세워지는 잠정 인 

진술이며, 검증된 가설이 채택되면 사실로 인정

되는 것이며, 통계  가설검정도 이와 유사한 과

정을 거치게 된다(Chae SI 2004). 본 연구에서는 

산학 동 장실습에 한 실습생의 인식이 실습

생 만족도와 취업의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

자 다음의 연구가설 1, 2, 3을 설정하 다.
장실습 요도에 한 실습생의 인식은 희망

업체로부터의 실습배정 등 17개의 내용을 심으

로 장실습 만족도인 업무 습득 정도, 능력  

기술의 향상, 실습평가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으로 보고 다음 가설 1을 설정하 다.

가설 1 : 장실습 요도에 한 실습생의 인

식은 장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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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실습 요도에 한 실습생의 인식은 희망

업체로부터의 실습배정 등 17개의 내용을 심으

로 취업의사 만족도인 장 실습에 한 체

인 실무 경험 만족도 졸업 후 장실습업체 취직

의사 에 한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

로 보고 다음 가설 2를 설정하 다.

가설 2 : 장실습 요도에 한 실습생의 인

식은 취업의사 만족도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다.

장실습 만족도인 업무 습득 정도, 능력  기

술의 향상, 실습평가 등을 심으로 취업의사 만

족도인 장 실습에 한 체 인 실무 경험 만

족도, 졸업 후 장실습업체 취직의사에 한 만

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 가

설 3을 설정하 다.

가설 3 : 장실습만족도는 취업의사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 실증조사의 설계

1) 표본의 선정  자료수집

본 논문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2013년 9월 20일
부터 9월 30일까지 실행하 으며, 부권의 2년
제  4년제 D, W, D, W 학을 심으로 호텔경

, 외식경 , 외식조리 련학과 학생들에게 의

뢰하여 자기기입법 설문서를 작성토록 하 다.
설문서의 총 배포 수는 180부이며 이 에서 

178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불성실한 

응답자 4부를 제외한 174부를 가지고 실증분석에 

사용하 다.

2) 설문지의 설계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서는 크게 학생 심 산학

동 장실습생의 실습  요도 인식과 실습생의 

실습 후 만족도 그리고 취업에 한 의사와 실습

경험자들에 한 일반  사항 등 크게 4개의 역

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실습  요도 인식 17개 

문항, 실습 후 만족 3개 문항, 실습 후 취업의사 

만족 2개 문항, 그리고 일반  사항 7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학생 

심 산학 동 장실습생의 실습  요도 인식에 

한 항목을 17개로 구성하여 리커트 5  척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둘째, 실습 후 실습

생들이 느낀 만족도에 한 항목을 3개로 구성하

여 리커트 5  척도로 구성하 다. 셋째, 실습 후 

취업의사 만족도에 한 항목을 2개로 구성하여 

리커트 5  척도로 구성하 다. 넷째, 응답자의 

개인 인 특성과 같은 일반  사항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실증연구의 통계  분석방법으로는 SPSS WIN 

21.0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 장실

습 요도와 만족도, 취업의사 만족도의 각 독립

변수들의 요인을 추출하기 하여 요인분석과 신

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 검증을 하여 

장실습 요도, 장실습 만족도, 취업의사 만족

도 요인 간의 인과 계를 악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표본의 선정

본 논문에 사용된 표본은 부권의 2년제  4
년제 D, W, D, W 학의 호텔경 ·외식경 ·외식

조리 련 학과 학생들을 상으로 선정하고 기

간은 2013년 9월 20부터 9월 30일까지 실행하여 

180부를 배포하여 체 178부를 회수하 고 이 

가운데 무응답  부실한 설문지 4부는 배재시키

고 174부를 본 연구에서 이용하 다. 총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174명  여성이 94명으로 54%이고, 
남성은 80명으로 46%로 나타났고, 상자의 소

속은 2년제 학이 92명으로 52.9%, 4년제 학

이 82명으로 47.1%로 분석되었다. 세부사항은 아

래 <Table 3> 표본의 일반  특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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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

　Variables Questions Frequency %

Gender
Male 80 46.0

Female 94 54.0

Type of degrees
Associate degree 92 52.9
Bachelor’s degree 82 47.1

Major
Hotel management 58 33.3

Food-service management 57 32.8
Culinary Arts 59 33.9

Types of company students hope 
for field education

Hotels 60 34.5
 Restaurant 68 39.1

Areas for field education 42 24.1
Others 4 2.3

Type of training enterprises

Hotel 50 28.7
Food-service(including restaurants) 80 46.0

Resort 44 25.3
Others 0 0.0

Areas for field education

Seoul·Kyunggido 52 29.9
Chungchungdo 91 52.3

Kangwondo·Jeonlado·Kyungsangdo 31 17.8
Others 0 0.0

Curriculum type for field 
education 

Major selection 33 19.0
Required courses 141 81.0

Total 174 100

Ⅳ. 실증분석과 가설의 검증

1.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1) 장실습 요도 측정에 한 신뢰도 검증

산학실습을 참여하는데 요도를 나타내는 19
문항에 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수

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 계수가 0.855로 나타

나 높은 신뢰수 을 보이고 있다. 요인의 수는 카

이  규칙(Kaiser's rule)에 의해 아이겐 값 1을 기

으로 하여 추출하 으며, 직각회  방법  하

나인 베리맥스(Varimax) 기법을 활용하 다. 총 4
개의 요인이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MO검

정치는 0.831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에

서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유의하다고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2) 장실습 만족도 측정에 한 신뢰도 검증

장실습 만족도를 나타내는 3문항에 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수

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 계수가 0.645로 분석

되어 보통 신뢰수 을 나타낸다. 요인의 수는 아

이겐 값 1을 기 으로 하여 추출하 으며, 1개의 

요인이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KMO검정치

는 0.650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0으로 <Table 5>로 조사되었다.

3) 취업의사 만족도 측정에 한 신뢰도 검증

취업의사 만족도를 나타내는 2문항에 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수

을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 계수가 0.602로 분석

되어 보통 신뢰수 을 나타낸다. 요인의 수는 아

이겐 값 1을 기 으로 하여 1개의 요인으로 추출

되었다. KMO검정치는 0.500으로 나타났고, 
Bartlett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0으로 

<Table 6>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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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field education 

Variable 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Reliability

Satisfaction
Learning duties 0.795 1.761

58.698%
0.645Improvement of ability and skills 0.753

Evaluation 0.750
KMO(Kaiser-Meyer-Olkin) 0.650

Total explanation power(%) 68.698%

<Table 6> Factor analysis of measurement of job satisfaction of physician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Reliability

Intention of 
finding 

employment

After graduation, the intention of finding 
employment in the field training destination

0.849 1.441
72.063%

0.602
Satisfaction with field education experience 0.849

KMO(Kaiser-Meyer-Olkin) 0.500
Total explanation power(%) 72.063%

<Table 4> Factor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field education

Variables Question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Reliability

Social
environment

Social adaptation 0.731 -0.181 -0.112 -0.278 0.855
Aptitude and personality 0.723 -0.221 -0.187 -0.203

Employees of a training enterprise 0.694 -0.131 0.243 -0.210
Communication among the employees 0.691 -0.044 0.143 -0.292

Fairness of department arrangement and 
employment placement 

0.645 -0.367 -0.137 -0.041

Improvement of executive ability and skills 0.628 0.078 -0.035 -0.075
Working environment 0.597 -0.089 0.230 0.001

Working environment of a training enterprise 0.544 0.224 -0.145 0.124

Connectivity

Connectivity with a school curriculum 0.453 0.763 -0.151 0.142 0.729
Performance of duties related to the major 0.442 0.711 -0.268 -0.114

Language ability 0.256 0.687 -0.076 0.003
Connectivity to get a job after graduation 0.335 0.524 0.113 0.188

Adequacy 

Training time (summer season) 0.235 -0.095 0.754 0.380 0.681
Training fee 0.394 -0.086 0.692 -0.018

Training evaluation 0.283 0.185 0.643 0.301
Training period 0.392 0.099 0.589 -0.159

Arrangement 
of training

To the enterprise hoped for 0.482 -0.397 -0.195 0.811 0.656
To the department hoped for 0.618 -0.450 -0.300 0.737

Based on school record 0.338 0.073 -0.228 0.624
Eigenvalue 5.230 2.559 2.322 2.190 

Variance(%) 26.695% 13.062% 11.850% 11.176%
KMO(Kaiser-Meyer-Olkin) 0.831

2.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SPSS 2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

하 다.

가설Ⅰ 장실습 요도에 한 실습생의 인식

은 장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조리학회지 제 20권 제 4호(2014)262

<Table 7> Analysis Influence to the field education importance for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B Standard error 

(Constant) 1.895 0.252 　 7.523*** 0.000
Social environment 0.090 0.068 0.123 1.324 0.187

Connectivity 0.228 0.064 0.294 3.560*** 0.000
Propriety -0.015 0.064 -0.019 -0.234 0.815

Assign Dept. 0.119 0.066 0.147 1.799 0.074
  = 0.199   modified   = 0.180    F = 10.523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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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Analysis Influence to the field education importance for satisfaction intent a job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B  Standard error 

(Constant) 1.269 0.296 　 4.292*** 0.000
Social environment 0.089 0.080 0.100 1.106 0.270

Connectivity 0.311 0.075 0.334 4.147*** 0.000
Propriety 0.037 0.075 0.039 0.495 0.621

Assign Dept. 0.135 0.078 0.137 1.728 0.086
  = 0.239   modified   = 0.221   F = 13.239   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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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에 따르면, 장실습 요도에 한 

실습생의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고, 장실습 만

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향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 회귀식의 설

명력을 평가해주는  값으로 나타났다.
장실습 만족도에 직 인 향력을 주는 요

인은 요인2 ‘연계성’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 
‘ 성’, ‘실습배정’ 요인은 유의확률이 0.05 이
상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연계성’의 값은 

0.294, t값은 3.560으로 나타났다.

가설Ⅱ 장실습 요도에 한 실습생의 인식

은 취업의사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8>에 따르면, 장실습 요도에 한 

실습생의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고, 취업의사 만

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향 계를 알아보았다. 회귀식의 설명력을 

평가해주는  값으로 나타났다.
취업의사 만족도에 직 인 향력을 주는 요

인은 요인2 ‘연계성’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다
른 ‘사회환경’, ‘ 성’, ‘실습배정’ 요인은 유의

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연계

성’의 값은 0.334, t값은 4.147로 조사되었다.

가설Ⅲ 장실습 만족도는 취업의사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9>에 따르면, 장실습 만족도를 독립

변수로 하고, 취업의사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

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식의 설명력

을 평가해주는  값은 0.401로 나타났다.
장실습 만족도는 취업의사 만족도에 직

인 향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값은 

0.633, t값은 10.7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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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nalysis Influence to the field education satisfaction for intent a job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B  Standard error 

(Constant) 0.673 0.239 　 2.817** 0.005
Satisfaction 0.762 0.071 0.633 10.729*** 0.000

  = 0.401   modified   = 0.397    F = 115.120   p = 0.000
* p<.05 ** p<.01 *** p<.001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생 심 산학 동 장실습

생의 요도 인식 요도와 장실습 만족도가 

취업의사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알아보았

다. ‘ 장실습 요도에 한 실습생의 인식은 

장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 장실습 요도에 한 실습생의 인식은 취업

의사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와 

‘ 장실습 요도에 한 실습생의 인식은 취업

의사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  연구를 통하여 연구

하 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장실습 요도가 

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한 결

과, ‘연계성’의 요인이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산학실습에 참여할 

때는 학과내용, 공 련 직무, 어학능력, 그리고 

향후 취업과 연계하여 실습에 만족도를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장실습 요도가 취업의사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한 결과, ‘연계성’의 요인

만이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
업 후, 공에 맞고 장실습을 한 업체에 취업하

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실습 만족도가 취업의사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 분석결과, 장실습 만족도는 

취업의사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장실습을 통하여 업무능력과 기술이 향

상되고 평가를 받게 되면서 향후 취업에 해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종합하여 시사 을 두면 

장실습 요도 요인  ‘연계성’ 만이 장실습 

 취업의사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데, 공·학
과 교육내용  실습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실습

생에게 탄탄하게 심화 교육하여 산학실습이 향후 

취업의사에 발 이 될 수 있도록 체계 인 시스

템이 요구된다. 
반면, 사회  응과 실습업체에서의 분 기, 

실습시기·비용·평가에 한 성, 실습배정에 

해서 불만족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생들이 실습업체 환경에 잘 응할 수 있도

록 심과 주의가 필요하고, 공정한 평가를 제공

하고 정수 의 실습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학 동 장실습 지속  강화를 해서는 산

학연계 교육과정 개발과 산학 력 로그램개발, 
산학 력 인 라 보유자원 확보와 산학공동기술

개발에 심을 갖고 지속  상호교류가 이루어 

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호텔·외식·조리 련 학과 학생들을 상

으로 조사하 으므로 향후 연구에는 다양한 분야

의 산학 동 장실습생을 상으로 더 확 하여 

유익한 논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한  록

본 연구에서는 학생 심의 산학 동 장실

습에 한 인식과 실습 후 만족도와 이로 인한 취

업의사를 실증 으로 연구하 다. 연구방법은 설

문서 174부를 실증분석으로 SPSS WIN 21.0 로

그램을 이용하 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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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분석을 실시하 고 가설 검증을 하여 다 회

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첫째, 장실습 요도가 장실습 만족도에 미

치는 향 계를 분석한 결과, ‘연계성’의 요인인 

학생들이 산학실습에 참여할 때는 학과내용, 
공 련 직무, 어학능력, 그리고 향후 취업과 연계

하여 실습에 만족도를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둘째, 장실습 요도가 취업의사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를 분석한 결과, ‘연계성’의 요인

만이 직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졸업 후, 공에 맞고 장실습을 한 업체에 취업

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

실습 만족도가 취업의사 만족도에 미치는 향

계 분석결과, 장실습 만족도는 취업의사 만족

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실

습을 통하여 업무능력과 기술이 향상되고 평가를 

받게 되면서 향후 취업에 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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