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4차산업화및정보화, 세분화, 고급화사

회로발전과동시에남녀노소의사회생활확대와구성원

외식의 변화는 조리외식사업의 수요가 몰라보게 증가되

고 있다. 따라서 요리외식사업은 앞으로 이끌 주요한 핵

심 사업이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요리외식사업의발전은고급요리전문인력의배양과양

성및요리기초교육을담당하고있는고등교육기관에대

한크나큰미래가더욱증대되어요리특성화고등학교설

립․운영이확대시행되고있으며, 이러한요리특성화고

등학교의 설립취지에 맞춰 호텔외식조리과가 개설되면

서호텔외식조리과를지원하는학생들이해마다더욱관

호텔요리전공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사회적 학습 성취도가 요리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정준
남부대학교 호텔조리학과

An effects on social maturity in satisfaction with the academic major 
of high school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s

jeong-joon, Park
Department of hotel culinary arts, Nambu University

요  약 본연구는요리전공고등학생들의요리전공에선택적속성과사회적으로성숙함의영향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한
관계를나타났으며, 요리전공의선택적속성은구성원관계친화력에영향을미치며요리전공선택적요인은사회적으로유

대감과자기능력관리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요리전공결정선택과정은학교생활의월등한적응력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요리전공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성숙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관계는 모델의

가설에통계적으로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 관계적 친화력과사회적 친밀감은개설교과과정 모델참여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성숙도는 사회적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요리전공, 사회적 성취도, 사회적 친밀감, 구성원관계 친화력, 선택적속성, 전공만족도
Abstract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ive attribute and socio-maturity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oking major of cooking high school students. The selective attribute of cooking major influenced 
the affinity of members and the selective factor of cooking major was social Affecting the management of self - 
esteem and self - efficacy. The selection process of cooking major affects the superior adaptability of school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maturity and the satisfaction of 
the majors of the cooking major student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hypothesis of the model, and the member 
relational affinity and social intimacy influenced the participation of the curriculum model And social maturity 
influenced social intimacy.

Key Words : Cuisine Major, Social Maturity, Satisfaction, Academic Major, School life, Familiarity

*Corresponding Author : Jeong-Joon Park (pjj4312@naver.com)
Received December 13,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December 20,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8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2, pp. 191-200,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2.191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192

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즘 글로벌 요리경쟁력이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글로벌 요리경쟁력과 관련된 주요한 핵심 지표 중의 하

나가 바로 요리전공 학생들의 자기의 요리전공만족도이

라고본다. 지금처럼고교졸업후취업이어려운상황에

서는고교학생들이선호하는전공이더더욱있게마련이

며, 학생들은 미래에 대비하고 자신이 원하고 전공적성

에맞는대학전공을선택하였을때는자연스럽게학교생

활에희망을부여하고수업에긍정적으로참여하게되며,

바로 이것이 결국에는 학생의 능력을 더욱 높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와는 부정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

지 않는 대학전공이거나 대학 참여의 학교생활과 수업

참여,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대학전공을 지

원한경우에는대체로대학생활에적응하지못하는경우

가 발생하며, 상당한 심적으로 고통과 갈등으로 대학생

활 동안 내내 고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개인학생들의요리전공만족은자기스스로능력을인

지하고, 자신이 선택한 요리사직업을 이해하게 되며, 미

래취업에대한확신을가지게됨으로서청년기에이루어

야할직업적소명을인식하게되고 요리발전과업에대

한 준비를 알게 됨으로서 자기 미래진로에 대한 성취도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청년기는 사회의 급변한 변화기를 경험하게

되고 조직 구성원의 인식 욕구도 고민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육체적, 정신적 발달과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며조직적시민행동이나정서적성숙함으로도많은변

화와고민을겪게되고자기나름대로의보편적가치관으

로 인지하여 정의적 행동을 하는 심리적 충만함을 경험

하게 된다. 이러한 청년기에는 대학이나 사회생활 경험

을하면서주의친구및사회적관심문제, 대사람관계에

서의문제, 전공참여활동이나학교의이벤트나봉사활동

행사등에서다양한공간에적극참여하게되는데, 이환

경에서느끼는체험을어떻게능동적으로해결능력을보

이는 가는 개인적 특성을 키우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적응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청소년기는친구관계를통하여자아의식을확

립하고 사회의 동등한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 상황

에서대처할수있는사회적지능과기능및행동을취득

하게 되며 사회성 적응력을 통한 사회적 인간관계를 바

탕으로 작금의 자기인성에 발견하게 한다. 이는 청소년

기의 긍정적 사회 현상들은 사회적 인류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의능동적인성으로발전하게하는요인임을느끼

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텔요리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고교나 대학의 요리학과의 교육과정이나 전공개

설, 요리 교육적 방법론에 대한 발전연구이며, 요리전공

만족도를 통한 미래진로성취도, 미래진로성취에서 사회

적 성취도로 연결되는 선행적 연구방법은 거의 없는 상

태이다.

이에본연구에서요리조리전공고등학생들을대상으

로 요리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이 요리전공만족도에 따

른 미래진로성취 및 사회적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향후호텔외식요리사업의성장을위한토대가

호텔요리전공 특성화고등학생의 호텔요리 전공만족을

통해 긍정적 사회적, 경제적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

도록 고교요리전공자 각개인의 협력적 노력은 물론, 기

업과 대학교,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호텔요리전공자의 문제인식에 근거하

여 호텔요리 전공만족도, 사회적 성취도에 관련된 자료

들을활용하여, 호텔요리전공특성화고등학생들의사회

적학습성취도가요리전공만족도에어떤영향을미치는

지를 실증적 연구로 분석함으로써 특성화 고교학생들에

게자신의전공적성이나높은관심과흥미를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잠재된 요리소질과 요리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며, 급변하는 호텔외식요리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업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호텔요리인력 양성 및 배양을 위한 기본적 바

탕 자료를 제공하고, 강건하고 유능하고 적극적인 자세

로 장성․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인으로 성장하여

변화하는미래 4차산업사회에적응할수있는전문요리

인의 전문성 능력을 발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을 두고자 한다.

첫째, 호텔요리전공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요리전공을

위해선택한그속성이사회적학습성취도에어떤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호텔요리전공 특성화고등학생들의 미래진로성

취감이 호텔요리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셋째, 실증적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호텔요리전공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사회적 학습 성취도가 요리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93
합리적인 호텔요리전공 특성화고등학생들의 미래 취업

진로지도를행함으로서호텔외식기업경제적사회에적

응할수있는능력있는사회적구성원으로자리잡고성

장하도록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호텔요리전공 선택   
호텔요리전공은 특성화고등교육 학습과 학사운영의

핵심적 구성단위로서 전문화된 다양한 요리지식분야 속

에서 요리전공 수업과 학습연구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

루어지는공간이며, 비교적자율적인지성집단으로구성

된 구성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성 조직적 풍토는 학

습조직구성원들의상호연관작용을통해구성조직전반

에 존재하며 각 구성원들에 의해 인지되며, 다른 전공학

과구성체와는분명하게대별되는사회․경제적, 행동심

리적인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 세분화된

전공방법에 따라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세분

화된각전공방법에따른학생들간에유의미한학습특

성의차이를나타내고있다. 이와같이각기독특한학습

특성을지닌특성화고교세부전공및특성학과를선택하

는것은모든학생들에게있어서아주중요한경제적생

활인의 근거 바탕에 놓이게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요리

전공선택및학습결정을내리기위해서미리분석할부

분은첫째, 학생들자신의꼼꼼한인성, 잠재능력, 평소관

심, 자아욕구, 미래가치성 등을 완전히 생각하고, 둘째,

지원하고자 하는 호텔요리전공에 대한 전공 특성, 교과

목, 수업방법, 호텔외식취업, 취업진로현황등의 요리전

공정보를 수집하여 미래의 요리전공을 선택한 후에 각

전문직종과요리직업에대한정보까지고려해야하며, 이

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호텔요리전공에 대한

총합적인인지를바탕으로호텔요리전공을지원하는것

이 아주 바람직하다.

2.2 호텔요리전공 만족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요리전공학과만족과 대학 및

특성화고교의만족에관한연구’에서요리전공학과만족

에대한개념을신념적인측면에중심을두어 ‘각개인이

목표한취업진로나전문직업에대한가치기준과비교하

여현재학생이소속한요리전공학과를평가하는판단선

택과정의 산물’로 정의하였다. 즉, 학생자신이 설정한 가

치기준과 자신이 인식하는 삶의 환경들을 비교할 때 학

생자신이 현재 소속된 호텔요리전공학과가 학생자신의

미래인생 설계나 장래의 취업진로 또는 전문요리직업에

대한가치기준과동일하다면호텔요리전공학과만족도는

높은의미를가질것이며, 또한학생자신이지각된장래

성취기준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수준보다 높으면 학습

전공만족도의 예상은 높은 단계의 영역기준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 이론은파라슈라만연구의학습서비스품질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학생개인의 학습욕구수준과 인지된

성취결과수준간에는차이가있을것이라고가설로기대

수준과 인지결과의 차이-비율 방법론 연구로 호텔요리

전공만족은 학생자신의 요리전공 선택에 대한 기대수준

과실제직업범주집단과의상호관련성등에의해서서로

비교될 수 있으며, 학생개인의 장래기대와 취업진로, 요

리전문직업범주집단에대한판단은사회적, 문화적, 경

제적 가치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사회경제

적 인식에 대한 각 개인의 인지가 호텔요리전공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만족범주의 연구 개념과 여타 개인적 만족에 대한 많

은학자들의공통적견해를종합하여보면 ‘만족’이란 ‘다

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느낌상태’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학습만족의개념정의를비교하면전공학

습만족도에 대해 관념적 관점에서 정의하였고, 또 다른

연구는 호텔요리학과만족에 대해 지각적 관점에서 정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호텔요리전공 만족도는 실제로 학

생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호텔요리전공에 대해 현재

호텔요리전공을하게되면서어떠한감정과느낌을가지

는지 판단하는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관

념적 관점의 개념보다 호텔요리전공 특성화고등학생들

의 호텔요리전공만족은 대학의 호텔요리학과 만족과 마

찬가지로 전문직업과 취업진로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호텔요리전공학과만족’의 의미와 같은 개념인 ‘학생 각

개인이목표설정한취업진로나전문요리직업에대한기

준과 비교하여 지금의 학생자신이 선택한 호텔요리학과

를 인지하는 판단 선택과정의 결과물’ 으로 정의하였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개인의 인지적 관점,

느낌, 감정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학생자신의 선택된 현

재 호텔요리전공을 인지하는 판단 선택과정인 호텔요리

전공만족도와 같은 의미로 정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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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적 경제적 성취의 개념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릴 적 때부터 적합한 언어구사

와 생활관습, 풍토 문화생활 그리고 합당한 행위을 하는

것은아니며사람이성장발전해가면서자기가존재하고

있는 주의환경과의 빠른 적응을 통해 그 사회적 공감된

행동양식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성장발전을 하

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해 가는 동안 청소년기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 심리적 감성을 이루어 사회적 책임감과 인

간성을갖춘올바른사람의인간미모습으로성장하기를

국가와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성장의 어느

단계수준에 이르는 것을 사회적 성숙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대단히추상적개념이어서연구학자에따라개념

과 정의가 차별적이다.

이연구들을분석해보면 ‘성장’을 ‘성숙’, ‘발전’은매우

동의어로보고있다. 이에개념은 ‘성장’은신체적발달과

정을 의미하고, ‘성숙’은 공동체의 행위적 변화를 의미하

며, ‘발전’은모든생물들이출생때부터죽을때까지계

속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으로 정의되고 있다.

‘성숙’을 외부적 환경, 생활조건, 실제경험, 학습 등과

는 전혀 관계없이 모든 생물체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생

되는유기체적관계이며구조적변화이므로성숙의개념

은 선천적 능력소질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유기체적과정이며구조적변화이므로내력적개인의잠

재적 소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적 발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성숙의 개념을 보편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학생개인이 합리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별능력으로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흥

미들을 발전시키면서 사회에 적응해가는 개별능력이다.

둘째, 다른 사회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며 상호보완적

작용을 하는 개별능력이다. 셋째, 학생자신이 포함된 공

동체 사회의 생존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행위능력으

로공동체사회의구성원에중재하는개별능력이개인적

으로 합당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함의 의미를 지닌다.

사회경제적 성숙은 이성적 성숙, 감정적성숙, 사회경

제적 성숙으로 세분화 하여 사회경제적 성숙을 마음의

심리 중심적 성숙의 하위개념으로 보았다. 사회경제적

성숙을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써 합리적으로 기여하고

해결해가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영역을 넓히는 책임성 있

는 개인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경제적 성숙을 연구목적, 내용, 방법에 따라분류

하면인간학적성숙과심리감정적성숙으로나누어지는

데인간학적성숙은육체적성장, 생물적기능의성장, 인

지 능력의발달로나뉘고심리감정적성숙은사고적발

달성숙, 지적공감성숙, 감정적느낌성숙, 사회경제적성

숙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심리적사회경제적성숙도를개념적으로정의하는연

구는 학생들의 각 개인의 심리 감정적 특징을 사회경제

적인맥락속에서평가하며, 그 특징이갖는심리감정적

느낌의미를분석하는이론적인틀에서시작하였다. 그러

나 사회경제적 성숙도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 배

경은 각 개인의 심리 감정적 특징, 즉 개인의 행위나 모

습, 태도, 인지능력들이시간에따라변화해가는형태에

대한 체험적으로 경험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사회경

제적 성숙도란 사회적인 조직 구성원의 맥락 속에서 학

생 각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사회에 기여하고 적응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총체적 개념이다. 즉 ‘사회경제적 성

숙도’의 의미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합리적인 지성

집단조직구성을 이루며 사회생활환경 속에서 체험적 근

거를바탕으로발생된문제를매우효과적으로납득하고

해결해 가면서 사회경제적 행동의 범주를 넓히고, 책임

성 있고 정의감 있는 사회적 구성원으로 존재의 가치관

을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 구 설 계
3.1 조사 구성 및 설문지 구도
본 설문지의 전체 핵심 설계방법은 요리전공 선택 속

성에 관련된 항목 12문항, 요리전공만족에 관한 요인의

요리교과과정, 취업진로방향, 사회경제적 인식에 관련된

항목으로 2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취업진로성숙은 취

업진로 결정적 요인, 자신능력 이해 요인, 전문요리직업

이해 요인, 호텔현실성 고려 요인, 학생 의사결정요인으

로 24문항으로구성하였다. 사전에설문지타당도검사하

여 총 7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답들은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

를 5점으로, “보통이다”를 3점으로 설문을 응답하는 5점

척도(Likert Scale)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의 세부항목은 <Table-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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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대상 및 기간

3.2.1 조사대상
실제로검증연구를위하여설문지의설계구도는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 되였으며, 설계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의 문헌을 반영하여 1차 응답설문조사분석을 하여

문항수정 개선한 후에 본 연구조사를 실행하였다.

본 응답설문지실행지역은 1차예비타당도조사와같

은 서울 및 부산지역 요리전공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남․여공학)에 3학년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무작위

로 직접 응답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0

일 동안 학생대상 직접 실시하였다.

배부된 응답설문지 분석 조사 중에 미 회수된 설문지

와 응답체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모호하고 부정확하다

고 판단되는 응답설문지 46부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분석 사용된 응답설문지는 254부이다.

3.2.2 분석방법
응답설문지의 초기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회수된 설

문지 응답 자료 분석의 통계처리는 항목별 데이터 코딩

Table 1. Tools of Data Survey 
composition origin of source content of organization 계

major selection Lee, sun young(2009) 1. attribution of major selection(12) 12

major satisfaction KEDI(1992)
1. subject process main figure(8)
2. career direction main figure(7)
3. social recognition main figure(6)

21

society achievement
Park, jeong hee(2002)
Noh, hoyn sun(2004)
Jung, soo jung(2002)

1. social fellowship figure7)
2. communication development(7)
3. school life adaption(8)
4. sociability relationship(10)
5. self management ability(5)

37

Total of Question Survey Items 70 Items

Table 2. Consequence of Measurement Correlation, Social Achievement
Division Factor Order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Beta t-value

Significan
ce

Adoption
Status

Curriculum

process

Design

sociability relationship .148 .061 .148 2.419 .016 choose
school life adaption -.020 .061 -.020 -.326 .745 reject
social fellowship .171 .061 .171 2.791 .006 choose

communication develop -.102 .061 -.102 -1.658 .099 reject
self management .074 .061 .074 1.215 .226 reject

R²=0.068  constant value =-4.3E-17 correction R²=0.049  F=3.595  p=0.004

Division Factor Order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Beta t-value

Significan
ce

adoption

Social

Identity

sociability relationship .362 .055 .362 6.524 .000 choose
school life adoption .161 .055 .161 2.895 .004 choose
social fellowship .180 .055 .180 3.242 .001 choose

communication develop .159 .055 .159 2.864 .005 choose
self management .147 .055 .147 2.645 .009 choose

R²=0.236  constant value =2.858E-16 correction R²=0.221  F=15.331  p=0.000

Division Factor Order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Beta t-value

Significan
ce

adoption

Major

Path

Direction

sociability relationship -.005 .063 -.005 -.074 .941 reject
school life adoption .030 .063 .030 .470 .638 reject
social fellowship -.023 .063 -.023 -.365 .715 reject

communication develop .017 .063 .017 .269 .788 reject
self management -.007 .063 -.007 -.104 .917 reject

R²=0.002  constant value =1.280E-16 correction R²=-0.018  F=089  p=0.994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196

(data coding)과 그 결과자료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통계 패키지 중의 프로그램

Windows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출을 위하여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

해서윈도우프로그램 SPSS통계패키지를사용하여전

공 선택속성의 타당도 분석, 요인개별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등으로본연구가설의적절성검증을사용하였

으며, 전공만족도에대한요인분석, 타당도및신뢰도검

증을통하여가설을검증을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4. 결과분석
4.1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전공 선택속성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2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선택요인은 89.5%, 전공결정과정요인

은 89.3%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 요인이 설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68.014%로

그결과요인별신뢰도는 <Table-3>에서보는바와같다.

4.2 전공만족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요리전공만족도에대한요인분석결과 3가지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요리학과진로방향 요인은 84%, 요리교과과

정요인은 88.5%, 사회경제적인식요인은 78.8%로전반

적으로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인이

서명하는 총 분산 설명력은 53.8%로 그 결과 요인별 신

뢰도는<Table-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요리전공특성화고등학생들의사회경제적성숙은요

리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

하기위하여, 요인분석을실시하고, 다중회귀분석을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 나타난 것처럼 대인관

계친화력요인과사회적유대감요인은교과과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F값이

p=0.004에서 3.595를 보이고 있어 유의미 수준으로 각

0.001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성숙 요인 중 사

회적친밀감요인이베타값이 0.171로가장강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람관계 친화

력은베타값이 0.148로적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사회경제적 성숙은 사회경제적 인식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 F값이 p=0.000에서

15.331를보이고있어유의미수준으로각 0.001에서통

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3. Verification of Major adopted Attribution,Factorial analysis,Validity
Major choose attribution

dimention

share-value
Cronbach's α

major selection decision process

I was asked for major culinary to family

The book made by gathering materials pack.

Information of Culinary presentation

Myself grades do well at school

I decided to take major by senior,friend

Sociability Awareness

Myself character, Aptitude, Nature

.844

.842

.769

.724

.674

.640

.514

.750

.776

.695

.560

.504

.785

.550

.895

Academic Values of Culinary

Future Hope to Job and job Relevance

After Graduation of Career

promoting themselves actively to recruit

An Academic Interest from Culinary Field

.815

.743

.734

.734

.504

.664

.881

.886

.886

.433

.893

Eigen value

Variance Explanation ability(%)

total Variance Explanation ability(%)

7.120

59.335

59.

335

1.041

8.679

6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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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연구는호텔요리전공만족도, 사회경제적성숙도에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호텔요리 전공 특성화 고등학

생들의사회경제적성숙이호텔요리전공만족도에영향

을미치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함으로써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의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호텔요리개발 의욕을 고

취시켜 요리소질과 잠재적 요리능력을 계발시키고 강건

하고올바르게긍정적인사고로사회구성원으로성장․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 구직원으로 성장하고 변

화하여 미래 4차 혁명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있는 요리

전문직업적 능력을 배양하고 발전시키는데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결과변수 도출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텔요리를 전공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생

들의 호텔요리전공 선택속성에 관한 요인분석하고 취업

진로방향성숙의요인분석, 호텔요리전공만족도에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호텔요리전공특성화고등학생들의요리전공선

택속성이사회경제적성숙도에영향을미치는지, 호텔요

리전공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성숙이 호텔요

리전공만족도에영향을미치는지를실증적분석을통하

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서울 및 부산에 소재하는 호텔요

리전공특성화요리전문고등학교의 3학년을대상으로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차

이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4. Verification of Reliability, Validity Coefficient
Major satisfaction

Dimention

share-V
Cronbach's α

major path
curriculu
m

social

Consider individual aptitude when deciding course
direction

Provision of occupational information of major

Major field provides a lot of help for employment

After graduation, career direction is to save the major

Provides good career guidance after graduation

After graduation, I work well regardless of the public area.

New graduates get jobs easily

.903

.898

.894

.791

.630

.605

.587

.823

.814

.799

.638

.460

.467

.435

.840

Curriculum scope and amount of time allocated
appropriately

The majors are given in appropriate quantities and help
with the study

There is an opportunity to deepen the study of the major

Learning according to individual needs and abilities

Contents of our department are generally well organized

Appropriate distribution of practical and theoretical time of
current curriculum

Educational content leads individuals to have new
experiences

The curriculum is designed to help career choice

.846

.771

.711

.695

.664

.636

.537

.491

.724

.671

.538

.497

.519

.414

.433

.458

.885

I am proud of my department

Our department suits my interests and needs

Many people want to come to my department

Graduating from our department helps to adopt in social
life

My parents are proud of my department

My department belongs to popular department.

.756

.752

.670

.636

.632

.625

.571

.589

.497

.434

.424

.412

.788

Eigen value

Variance Explanation ability(%)

Total Variance Explanation ability(%)

5.384

25.636

25.636

3.667

17.461

43.097

2.268

10.800

.53.896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2호198

본 연구의 결과도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텔요리전공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도출된요소은 2개범주영역이였으며, 그요소로

는 호텔요리전공 선택 요인, 요리전공 결정과정 요인으

로 발견되었다.

둘째, 호텔요리전공에대한학생의만족도는요인분석

연구결과도출된요인으로는 3개관점영역으로나타났으

며, 각각으로 요리학과 진로방향 요인, 사회경제적 인지

요인, 호텔요리교과과정 요인으로 발견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성취도가호텔요리전공에대한학생

의 만족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분석 검증한 결과도출을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모집단 방법, 지역적 특성, 개인

적배경요인, 조사방법및절차, 도구등에서나타나는문

제로인해다음과같은연구의한계점을가질수가있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서울및부산지역일부지역에거

주하는호텔요리전문특성화고 3학생들을대상로하였으

므로 전국 단위 학교로 적용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분석에서개발된호텔요리전공에대한

학생의 학습만족도 응답 설문지를 근거로 하여, 학생이

선택한 호텔요리전공에 대한 호텔요리전공에 학습만족

감을느끼지못하는학생들을위해호텔요리전공불만족

요소들을 세심히 분석하여 호텔요리전공 만족감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학생지도가 효과적인 후속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호텔요리전공불만족학생들의사회경제적성취

도를 위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요리교육과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호텔요리교육개발 및 전문적인 요리전공 체험

학습프로그램 개발하여 호텔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

하고장래가보장된호텔취업진로지도가매우필요하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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