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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노동시장의 공급처인 전문대학의 교육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기존 직업
교육의 단점을보완하기위해 직업교육과정 개발 시 직업기

초능력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직업교육의 한계점이었던 지식과 기술만을 강조하는 교육

에서 탈피하여 실무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해결방안

을 제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과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과정
은 교과중심으로 부분적인 충족은 이루어져 있으나 전체적

인 충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Lee(2006)는 직업기초능
력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
petency Standards, 이하 NCS)은 직무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무(task)만을 강조하던 교육
이 현장에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

에 발생한 갭(gap)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직업기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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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al education has been constantly blamed for training skills that are not suitable for the field. 
This study was sought for finding out the necessary skills for the hotel entry-level cooks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questionnaires, and case studies in terms of NCS’s basic competencies and com-
petencies required at work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ield, job 
performance ability is more important than skills and knowledge. Second, among the NCS’s basic com-
petencies, communication skills, interpersonal skills, self-development skills, information skills, and 
professional ethics are prioritized competencies for hotel-entry level cooks. Third, in terms of compe-
tency factors at work, it is necessary to learn the adaptability of the field. Fourth, in case of overseas 
culinary institutes, the core of their culinary education was the system to learn how to operate the site 
rather than the education about cooking skills or knowledge. Fifth, in holistic approach, the result 
showed that four elements which are skills, knowledge, field practice, and simulation training are 
required for Culinary Art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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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

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학자와 기관에따라 포함하는 능력의

종류는 조금씩차이가 있지만 직업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며,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며, 교육과정에 포함할 것을 권장하였다(Lee, 2006; Jung 
et al., 2000; Kim, 2006; NCS, 2014). 
무엇보다 이전까지 조리교육은 ‘지식․기술․태도 중에

특히 ‘지식과 기술’(Lee, 2003; Jang, 2005; Choi & Hong, 
2002; Na, Jeng, & Lee, 1999; Park, 1998; Jin & Kim, 1998)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상대적으로비중을낮게두었던 ‘태
도’와 ‘역량(competency)’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조리교육관련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조리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Na, 1997; 
Jin & Kim, 1998; Lee, 2006),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Na et 
al., 1999), 교육과정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Park, 1998: Choi 
& Hong, 2002),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교육과정개선에관한
기초연구(Lee, 2003), 산학실습의 중요성(Won, 1994; Choi, 
2002; Kim, 2003; Jung, Hwang, & Heo, 2006),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관한 연구(Na, 2005; Kim, 2003; Kim 
& Kim, 2001), 교수법에 관한 연구(Kim & Kim, 2005; Kim 
& Na, 2008; Oh, 2012), 조리교육 운영의 실태분석(Jang, 
2005), 웹을 통한 교육방법(Kang, 2009), 교육서비스 품질
(Kim & Kim, 2013; Lee, 2012)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
으나 직업기초능력과 관련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편인데, 
Kim(2006)의 조리계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는 직업기초능력과 조리계열 학생들을 위한 직업기초

능력을 각각 분류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전문대학의 짧은

연한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적용 시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교육기관과 산업체는 출발점이 다르다. 교육의 본질은 교

육콘텐츠에 있으며 현장은 실무 즉 수행(performance)을 기
반으로 해왔다. 그러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요
구되는 직무중심 역량기반 교육과정(Choi, 2010)은 앎의 과
정을 단순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직무수

행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은 현장상황을 재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또는 실무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직무콘텐츠를 추출하여 교과목을 구성하고 교육내용(what 
to know)을 가르치는데 집중하는 반면, 산업체는 학습자가
어떤 과목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으

며(what you can do), 해당 업무의 본질을 이해하고 업에 대
한 자질과 적성을 갖추고 주어진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

득하여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이필요하다. 결국 이
두 기관의 본질적 차이 때문에 갭이 발생하였고 좀처럼 좁

혀질 수 없었던 이유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장중심, 실무중
심의 인재양성 교육이란 기존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직업기

초능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학생이 졸업 후 첫 출근을

했을 때 바로 현장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skillful)을 가
진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문대학이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요인으로 첫째,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둘째, 현장에서 학생
들의 실무능력이 부족한 점을 꼽을 수 있는데, NCS를 통해
기술교육 콘텐츠의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10대 직업기초능
력을 통해 직업인에게 필요한 기초소양의 토대를 마련하였

으나 전문대학 조리교육과정에 필요한 조리직만의 직업기

초능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조리직에게 요구되는 직업
기초능력의 우선순위 도출이 중요한 이유는 교사와 교수들

은 교과영역(외국어, 수리, 기술능력)에서 학생들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였으나, 호텔전문가들은 비교과영역(문제해
결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과 직업
기초능력의 현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Kim, 2006) 학
계와 업계 간의 갭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NCS에
서 제시하는 10대 직업기초능력은 내용이 방대하여 전문대
학의 2년이라는 짧은 수업연한에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시
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호텔분야의

신입조리사직(職)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으로 범위를 좁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심층면접을 통해 국가직업능

력표준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직업기초능력이 아닌 조리

직의특성을반영한역량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자한다. 둘
째, 국내 전문대학 조리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직업기초
능력교과목의 사례를 조사하고 호텔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

문을 실시하여 NCS에서 제시하는 10대 직업기초능력가운
데 신입조리사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기초능력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2년의 짧은 수업연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향후 신입조리사를 위한 실무형교육

과정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에서 Lee 
(2006)는 ‘직업세계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이고 필
수적인 능력과 다른 능력에 기초가 되는 능력들의 총체’로
정의하였고 NCS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정의(NCS, 2014)하고 있다. 

Lee(2006)는 직업기초능력을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
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외국어능력
의 7개로 분류하였고, Jyung, Seo, Lee와 Choi(2000)는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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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능력의 9개와 농업계열 직업기초능력으로 구
분하였다. 관광과 조리계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Kim, 2006)에서는 공통직업기초능력과 계열직업
기초능력으로 분리하여 각각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였

는데 관광계열 직업기초능력으로 의사소통능력, 외국어능
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
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의
10개와 조리계열 직업기초능력으로 조리에 대한 신념과 의
지, 조리직에 대한 적성, 조리에 대한 애착심, 조리 기술력, 
타인과의 협동력, 식품 및 생명에 대한 이해, 고객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7개의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NCS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
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
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의 10개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NCS에서 제시하는각 능력의정의를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능력이란 업무를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

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르게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으로 하

위능력에는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언어구
사능력, 기초외국어능력이 포함된다. 수리능력은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사칙연산, 통계, 확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하위능력에는 기초연
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이 포함
된다. 문제해결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으로 하위능력에

는 사고력, 문제처리능력이 포함된다. 자기개발능력은 업무
를 추진하는데 스스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으로 하위

능력에는 자아인식능력, 자기개발능력, 경력개발능력이 포
함된다. 자원관리능력이란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간, 자본, 
재료 및 시설, 인적자원 등의 자원 가운데무엇이 얼마나 필
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업무 수행에 이를 할당하는 능력으로 하위능력에는 시간관

리능력, 예산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
력이 포함된다. 대인관계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
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으로 하위능력에는 팀웍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
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이 포함된다. 정보능력은 업무
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
를 찾아내며, 의미 있는 정보를 업무수행에 적절하도록 조
직하고, 조직된 정보를 관리하며, 업무 수행에 이러한 정보
를 활용하고, 이러한 제 과정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으

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이 포함된다. 기술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기
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으로 기

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이 포함된다. 조직
이해능력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

를 포함하여 조직의 체제와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으로

하위능력에는 국제감각, 조직 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이 포함된다. 직업윤리는 업무이해능력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매
너, 올바른 직업관으로 하위능력에는 근로 윤리, 공동체 윤
리가 포함된다(국가직업능력표준, 2014).

2.2. 역량의 개념과 모델

2.2.1. 역량의 개념

역량모델의 시초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였던 Mc-
Clelland가 1973년에 발표한 ‘지능검사에 대한 역량검사의
우위성(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이라는
논문에서 전통적인 지능검사나 적성검사가 학교성적에 대

한 예측력은 뛰어나지만, 직무성과나 인생에서의 성공 여부
에 대한 예측력이 낮다는 것을 밝히는데서 시작되었다. 기
존의 특성이나 지능중심의 테스트가 가져오는 한계점을 지

적하고대안으로역량모델을제시하였는데(McClelland, 1973), 
역량은 특정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행동과 기술을 말하며, 일과 관련된 특정 과업 혹
은 직무의 특정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으로(Tas, 
1988), Spencer &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

적특성으로정의하였으며, Sparrow(1996)는역량을 KSA(know-
ledge, skill, attitude)로 분류하였고, Strebler & Bevans(1996)
는 기술을 전이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Mirabile(1997)은 KASO(knowledge, ability, skill, 
other characteristics)의 4 가지로 분류하였다. Lucia & Lep-
singer(1999)는 직무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개인의 잠
재적 특성이라 하였고, Kim(2001)은 조직의 미션 및 전략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창출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라고 역량을 정의하였는데 결국 종합하면
역량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개인이 가진 지
식, 기술, 태도를 상황에 맞게 잘 조합하는 능력이며 우수한
성과를 내는 개인의 능력’으로 직업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2.2.2. 역량모델

역량모델은 Spencer & Spencer(1993)에 의해 개발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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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빙산모형(iceberg model)이라고 하는데 역량을 동기(mo-
tive), 특질(trait), 자아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
술(skills)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지식․기술
과 같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개발할 수 있는 가시적 역

량(visible competency)과 동기․특질․자아개념과 같이 외
적으로확인하기어려운잠재적역량(invisible competency)으
로 나누었는데 역량관점에서 조리기술과 이론적 지식은 가

시적 역량에 해당되고, 조리사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인 직업기초능력이나 역량은 잠재적

역량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조리사를 대상으로 한 역량연구는 제한적이나, Kim, Kim

과 Seo(2009)는 호텔 10년 근무자를 대상으로 호텔 (관리부, 
판촉부, 객실부, 식음료부, 조리부) 5개 부서 직원에게 요구
되는 7개 역량을 도출했는데, ‘근무환경 및 문화에의 적응능
력’, ‘관리적역량’, ‘외국어및학습능력’, ‘대인관계능력’, ‘근
무시간적응력’, ‘전문적 기술 및 실무적 역량’, ‘조직친화력’
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
은 호텔종사원에게 ‘전문적 기술 및 실무적 역량’이 우선적
으로 갖춰야 할 역량으로 분석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신입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직무능력이 아니라는

점이다. Lee(2003)는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대 조리과
교육과정개선 연구에서 공통직무역량과 조리사 직무역량으

로 나누었다. 조리사 직무역량 교육으로 홀서비스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함으로써 기존의 조리교육이 주방에만 국한

되었던 것에서서비스업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조리교육과정의 범주를 홀과 주방 양측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Kay & Russette(2000)는 호텔기
업 식음료, 프론트 데스크, 세일즈 세 부서의 신입직원과 중
간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86개의 역량을 도출하였는데 그 중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공통역량을 7개(고객중심, 롤-모델
링, 윤리적 기준, 신뢰감, 직무기술, 대인관계, 창조적 생각)
를 추출하였고, 외식산업 종사원의 역량연구에서 Park(2006)
은 성취지향성 역량, 고객지향성 역량, 팀웍과 협력역량, 조
직헌신역량으로 나누고, 경영성과에 역량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Hu(2010)는 혁신적인 조리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혁신적 제품, 문화, 관리, 서비스, 미적 감각, 창
의력, 기술의 7개로 나누었다. Choi, Shin, Yang과 Cha(2007)
는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역량을 관리적 역량, 태도 및 인성
역량, 실무역량으로 분류하였고, Kim, Byun과 Park(2005)은
호텔신입사원을 위한 역량을 6개로 분류하였다. 
역량모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조리교육은 조리사

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요소들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특히
신입조리사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잠재적 역량요소를 파

악하기 위해서 현장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설문에 반영하

고자 한다. 

2.3. 국내 및 해외 조리학교의 직업기초능력과 역량교육

2.3.1. 국내조리학교의 직업기초능력교육 

국내수도권 18개호텔관련 조리및 외식학과와우송정보
대학, 혜전대학의 총 20개 조리대학 교육과정에 개설된 직
업기초능력 교과목을 분석한 결과(2014년 5월 26일～2014년
6월 1일), 교과과정은 전공과 교양으로 나뉘며, 전공은 전공
이론과전공실습과목으로구성되고현장실습의경우필수로

이수하도록 명시되어있었다. 이론의 범위는 식품학, 식재료
학, 식품영양, 위생/안전/보건, 조리원리, 식문화, 조리영어, 
외식산업, 관광, 주방관리, 식음료서비스, 메뉴관리, 푸드스타
일링, 식품가공등의카테고리로나눌수있고, 1학년에가장
많이 배치된 수업은 전공영어(22개), 위생/안전/보건(16개), 
식품영양과 외식산업(1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2학년에는
외식산업(15개), 조리영어(10개), 식품영양(7개)로나타났으며, 
현장실습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에 배치하고 있었다. 
교양의 범위는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나뉘는데 1학년

에는 인성교육, 진로지도, 글쓰기,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예
술과 건강 등의 교과목이 있었고 2학년에는 취업전략, 진로
개발, 성공학, 리더십, 직장예절등과 같은내용이주를 이루
고 있다. 일반교양교육이 직업기초능력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개대학에서 개설중인교과목을 NCS에서제시
하는 10개 직업기초능력으로 분류하면 Table 1과 같다. 외국
어와 자기개발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나, 직업특수성을 반영
하기 보다는 보편적인교양에 가까운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

다. 특히 수리영역,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에 관련된
과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심층면접조사

3.1.1. 조사대상 

조리사즉조리직의특성을반영한 역량을 알아보기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
있어 연구 대상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목표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여 호텔신입조리사에게 필요한 역량 추
출 목적에 부합되도록 서울시내 특 1급 호텔 주방책임자 10
명을 선정하였다. 전공은 양식, 한식, 제과제빵, 일식, 중식
의 분야를 골고루 넣고자 면접대상자는 인적네트워크를 통

해전화로연구의취지를설명하고면접을요청하였으며, 전
원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3.1.2. 조사방법 및 분석

면접방법은 개별심층면접법으로 진행하였고 직접 연구자

가해당업장을방문하여면접을실시하였으며, 시간은 50분～



조리교육과정에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과 역량에 관한 연구 51

Table 1. Domestic culinary colleges’ vocational competencies subjects analysis (N=20)

Vocational competencies   Name of subjects

Communication skills ․Daily English conversation, Language and expression, Chinese, TOEIC, Japanese 
conversation, English conversation, Survival English

Arithmetic ability -

Problem solving ability ․Mentor

Interpersonal skills ․Communication skills, presentation skills, personal relationships, leadership, service skills

Information skills ․Excel and Powerpoints, Computer skills

Technical skills ․Varies on each institute

Self-development skills
․Career path, career discovery and planning, leadership, occupation and self-help, 

personality education, career path and self-development, career discovery and planning,  
job searching

Resource management ability -

Ability to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

Work ethics ․Etiquette, global etiquette

A university list: Kyungmin University, Kimpo University, Daelim University College, Dong Seoul University, Tongwon University, 
Dowon Technical University, Baekseok Arts University, Bucheon University, Seojeong College, Suwon Science College, 

Suwon Women’s College, Shin Ansan University, Ansan University, Yeonsung University, Osan University, JEI University, 
Jangan University, Korea Tourism College, Woosong College, Hyejeon College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본 조사는 2014년 5월 1～20일까지
진행했다. 개방형 질문의 비 구조화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
접의 순서는 연구의 취지, 진행시간,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면접내용 녹취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으며 피면접자의 인구

통계학적 질문을 실시하고 인터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한

뒤 종료하였다. 녹취 및 수집된 자료는 각각의 피면접자별
로 내용을 받아 적은 후, 지식․기술․태도 및 역량의 카테
고리 별로 묶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누어 분석한 뒤 시사

점을 도출하여 신입조리사에 필요한 설문항목을 만들었다.

3.1.3. 설문지 구성

질문의내용은채용현황 2문항, 지식 1문항, 기술 1문항, 태
도 및 역량 3문항으로 총 7문항을 물었다. 채용현황에는 연
간채용 규모와 채용기준 및 자격요건, 지식과 기술측면에서
는 신입조리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물었고, 태도측면
에서는 신입조리사에게 요구되는 태도, 근무 시 어려워하는
것들, 학생들의적응력이 떨어지는 이유를물었다. 일반적인
역량이 아닌 조리직에 특성을 반영한역량을 중심으로 신입

조리사에게 요구되는 내용을 물었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
여 설문조사에 반영하였다.  

3.2. 직업기초능력 설문조사

3.2.1. 조사대상

분석을 위해 적용하는 모집단은 ‘서울시내 특 1급 호텔
근무자로 근속연수 3년차 이상 조리부 종사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근속연수 3년 이상을 대
상으로 정한 것은 보편적으로 3년까지 신입으로 인정하고
있고, 경력 3년 미만의 경우 신입조리사의 업무를 전체적으
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호텔 내

운영업장 중 양식, 한식, 제과제빵, 일식, 중식 업장 근무자
를 대상으로 하였다.

3.2.2. 조사방법 및 분석

신입조리사에게 필요한 직업기초능력과 역량을 파악하

고자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워커힐․W호텔, 롯데호텔, JW메리어트호텔, 리츠칼
튼 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 르네상스 호텔, 플라자 호
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의 8곳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총
5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총
465부의 설문이 회수되어 84.5%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자
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기법은 평균․표준편차,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측정항목들은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되었
으며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구했으며, 표본의 일반
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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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설문지 구성

설문문항은 심층면접 분석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NCS 
직업기초능력, 2014; Kim, 2006; Lee, 2003; Kim et al., 2009; 
Choi et al., 2007). 업장의 운영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설문은 응답률과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NCS에서
제시하는 10대 직업기초능력과조리사역량에 대해 “전혀 필
요 없다”와 “매우 필요하다”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
다. 
직업기초능력 설문문항 구성은, 기술능력 음식의 일정한

퀄리티를유지하는 능력, 맡은 업무의 완성도의 2문항, 조직
이해능력은 직급별 담당업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 조
리사의 라이프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의 2문항, 의사소통능
력은 지시사항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 레시피를 읽고 이해
하는 능력,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의 3문항, 자기개발
능력은 전공관련 자기개발 능력,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
의 2문항, 정보능력은 컴퓨터활용능력 1문항, 대인관계능력
은 동료들과의친화력, 팀웍을 중시하는 능력, 업무스트레스
로 인한 갈등 및 감정관리 능력, 팀웍을 중시하는 능력의 3
문항, 수리능력은 레시피 조정능력, 원가관리능력의 2문항, 
직업윤리는 조리에 대한 열정, 조리사로서의 소명의식의 2
문항, 문제해결능력은 돌발사태 대처능력, 컴플레인 대처능
력의 2문항, 자원관리능력은 업무분장능력, 리더십으로 직
원을 이끄는 능력, 작업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 인사관리능
력, 매출관리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리사 역량설문은
업무시작 전 준비성, 체력관리, 근무시간 적응력, 일정시간
내 작업을 마치는 능력(시간개념),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
를 완수하는 능력,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능력
(공간 및 주변정리),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능력의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4.1. 심층면접자

4.1.1. 인구통계학적 특징

면접대상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은경력 15년이상～20년
미만 2명, 20년 이상～25년 미만 5명, 25년 이상 3명으로 나
타났고 양식 4명, 제과제빵 2명, 중식 2명, 한식 1명, 일식
1명으로 나타났다. 

4.1.2. 분석 및 결과

심층면접을실시한결과는 Table 2와같다. 첫째, 지식측면
에서 호텔의 경우 양식업장의 비중이크기 때문에 의사소통

은 영어를 사용하는데 학생들의 조리용어에 대한 이해력 부

Table 2. Depth interview analysis (N=10)

Overall 

․Lack of understanding about chef’s lifestyle 
(time schedule, fitness management ability etc)
․No vision regarding culinary profession
․Lack of work environment pressure

Knowledge ․Culinary terminology
․Knowing the differences of cooking techniques

Skills

․Knife skills
․Differentiating and applying cooking methods
․Needs to learn how to communicate with co- 

workers 
․Work with safety

Attitudeand 
competency

․Needs to be developed sense of urgency
․Needs to be developed field adaptability
․Needs to be improved professionalism 
․Needs to be improved working as a team

족을지적하였다. 기본적인의사소통을위해나이프스킬을예
로들면썰기방법에따른명칭과규격(가로×세로)을알고있
어야하며, 조리법의경우조리법에대한명칭(grilling, broiling 
등)과 차이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학교교육을 기
대하고 있었다. 
둘째, 기술측면에서 자격증의 수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조리학과를 졸업했는데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면 마치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사와 같기 때문에 적어도 1개
는 필요하며, 이는자신이조리에대한관심정도를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본인 나이프스킬을 강조하였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며 위생은 몸에 베여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2년간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태도 및 역량 측면에서 학생들이 조리직을 포기하

는 이유는 ‘근무에 대한 강도’를 이겨내지못하는 것이가장
큰 이유라고 답하였다.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형태와 불규
칙한 휴일 및 유동적인 스케줄과 같은 특성을 갖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리사가 되기 위해
다른 직업과는 달리 강인한 체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업장에서는 기술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

디어의 화려한 면에 많은 학생들이 노출되다보니 현실감이

떨어지고, 일반 직업인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해 학생들이 적응하는데 괴리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현장은 스피드를 요구하는데 학생들의 학교실습에서는 긴

장감이 떨어지므로 긴장감을 높이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필

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조리사 직업에 대한
비전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내용을 알

려 줄 필요가 있으며무엇보다대인관계능력이 떨어져서 회

사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채용방법에 있어 호텔은 영어의 경우 토익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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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하기는 하지만 채용의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고 본인의

하려는 자세와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호텔의 경우
연간채용의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고또한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인턴기간을 거쳐 소수의 인원이
직원으로 채용된다. 인턴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진
행되므로 이 기간을 버텨낼 끈기와 자세가 중요하며, 실습
한 학생 가운데 채용우선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였다. 

Kim(2006)의 연구에서는 조리계열 학생에게 조리에 대
한 신념과 적성, 기술력, 팀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이 가운데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Kim 등(2009)의
연구에서는 근무환경 및 문화 적응능력>관리역량>외국어
와 학습역량>대인관계>근무시간>기술의 순으로 나타났으
나, 본 연구의 결과는 체력관리>근무시간적응>주어진 일에
적응>준비성>시간개념>주방공간에 효율적 이용>멀티태스
킹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Kim 등
(2009)의 연구는 대상이 호텔의 5개 부서(관리부, 판촉부, 
객실부, 식음료부, 조리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조금 더 보
편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본 연구는 조리부서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리부서만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하면 조리교육은 조리사 라이프 스

타일의 이해와 체력관리, 직업관이 우선 되어야 하며 기본
스킬 위주의 실습과 위생과 같은 부분은 습관화 될 필요가

있고, 주방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조리용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장 적응력을 키우

기 위해 현장실습과 같은 체험이 필요한데,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방법과 같은 직업기초능력이 현장에서는 더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
술적인 측면이 중요할거라는 학계의 생각과는 달리, 직업기
초능력이나 현장적응력이 기술에 우선함을 잘 보여주는 예

라고 할 수 있다(Kim, 2006). 따라서 조리사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장의 운영방식에 학생들이 직․
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적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2. 직업기초능력 및 역량조사

4.2.1. 인구통계학적 특징

직업기초능력 및 역량조사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인 특

성을 알아보기위해 실시한 빈도분석의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총 465명의 응답자 가운데 남성은 81.7%(380명), 여성은
18.3%(85명)이었으며, 20대 41.7%(194명), 30대 39.6%(184
명), 40대 16.3%(76명), 50대 이상 2.4%(11명)로 나타났다. 학
력은 전문대학 졸업 55.9%(26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N=465)

Classification N Percentage
Gender 　

  Male 380 81.7
  Female 85 18.3
Age
  20～29 194 41.7
  30～39 184 39.6
  40～49 76 16.3
  50 ≤ 11 2.4
Education
  College (2 years) 260 55.9
  University (4 years) 171 36.8
  Graduate school 34 7.3
Position
  Cook/patissier 356 76.6
  Sous chef 87 18.7
  Executive chef 22 4.7
Career
3～5 194 41.7
5～9 185 39.8
10～20 75 16.1
20≥ 11 2.4
Hotel 　 　

  Walkerhill and W 101 21.7
  Lotte 89 19.1
  JW Marriott 75 16.1
  Ritz Carlton 49 10.5
Oakwood 43 9.2
  Hilton 43 9.2
  Renaissance 43 9.2
  Plaza 33 7.1
  Imperial Palace 32 6.9
Department
  Western cuisine 208 44.7
  Japanese cuisine 77 16.6
  Korean cuisine 68 14.6
  Chinese cuisine 59 12.7
  Bakery cuisine 53 11.4
Monthly income (Unit: Won)
  ≤200 155 33.3
  201～300 197 42.4
  301～400 79 17.0
  401～500 18 3.9
  ≥500 1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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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대학교 36.8%(171명), 대학원 7.3%(34명)로 조사되
었다. 근무매장은 양식 44.7%(208명), 일식 16.6%(77명), 한
식 14.6%(68명), 중식 12.7%(59명), 제과제빵 11.4%(53명)로
나타났다. 경력은 3년～5년 미만 41.7%(194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차지하였고, 5년이상～10년미만 39.8%(185명), 10년
이상～20년 미만 16.1%(75명), 20년 이상 2.4%(11명)로 나타
났다. 
호텔별로는워커힐․W 호텔 21.7%(101명), 롯데호텔 19.1% 

(89명), JW메리어트 호텔 16.1%(75명), 리츠칼튼 호텔 10.5% 
(49명), 오크우드호텔․힐튼호텔․르네상스호텔이각각 9.2% 
(43명), 플라자호텔 7.1%(33명),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6.9% 
(32명)로 나타났다. 급여수준은 200만원 미만 33.3%(155명),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2.4%(197명), 300만원 이상～
400만원미만 17.0%(79명),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3.9% 
(18명), 500만원 이상 3.4%(16명)로 조사되었다. 직책은 조리
사/파티쉐가 76.6%(356명)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중간관리자 18.7%(87명), 총책임자 4.7%(22명)로조사되었다. 

4.2.2. 분석결과

4.2.2.1. 직업기초능력

호텔 신입조리사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좌측)과 조리사
만을 위한 역량(우측)의 평균값을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
다. NCS에서 제시하는 10대 직업기초능력 중 평균이 높은
순으로 보면(시계방향), 신입조리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는 자기개발능력(4.54), 직업윤리(4.39), 조직이해능
력(4.27), 기술능력(4.16), 대인관계능력(4.14), 의사소통능력
(4.03), 정보능력(3.66), 수리능력(2.88), 문제해결능력(2.72), 
자원관리능력(2.17)으로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직업기초능력 부분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기개

발능력은전공관련자기개발능력(4.55±0.54), 적극적으로배
우려는 태도(4.53±0.56)의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윤리능력은

Fig. 1. Competencies for hotel entry-level cooks.

조리에 대한 열정(4.40±0.82), 조리사로서의 소명의식(4.23± 
0.8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이해능력은 직급별 담당업
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4.30±0.80), 조리사의 라이프
패턴을 이해하는 능력 (4.23±0.79)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술
능력은 음식의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능력 (4.17±0.84), 
맡은 업무의 완성도(4.15±0.83)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능력에는 동료들과의 친화력(4.23±0.78), 업무스트레스로 인
한 갈등 및 감정관리 능력(4.11±0.83), 팀웍을 중시하는 능력
(4.03±0.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에는 지시사항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4.31± 

0.77), 레시피를읽고이해하는능력(3.96±0.82), 외국어로의사
소통하는 능력(3.83±0.92)의 순으로 나타났고 정보능력은 컴
퓨터 활용능력에 대해 3.66(±1.02)으로 나타났으며, 수리능
력은 레시피 조정능력(3.79±0.92), 원가관리능력(1.97±0.91)
의순으로나타났고문제해결능력은돌발사태대처능력(2.85± 
1.09), 컴플레인대처능력(2.58±0.96)의 순으로 나타났고자원
관리능력에서는업무분장능력(2.84±1.11), 리더십으로 직원을
이끄는능력(2.19±0.71), 작업을감독할수있는능력(2.02±0.85), 
인사관리능력(1.91±0.81), 매출관리능력(1.87±0.72)의 순으로

나타났다. 

4.2.2.2. 조리사역량

심층면접을 통해 추출된 신입조리사가 조리직을 수행하

기 위해 꼭 필요한 역량에 대해 총 7개 문항에 대해 분석할
결과, 평균은 4.23으로 나타났으며, 체력관리능력(4.31), 출퇴
근시간 적응력(4.30),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에 적응하는 능
력(4.29), 업무시작 전 준비성(4.24), 일정시간 내 음식을 만
들어 내는 능력(시간개념)(4.23),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능력(주방공간 및 주변정리)(4.22),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가능한 능력(멀티태스킹)(4.03)의 순으로 Fig. 1,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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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10 vocational competencies (N=465)

Variables Measurement items M±S.D.

Self-development skills
Continuous learning of culinary profession 4.55±0.54

Active learning skills 4.53±0.56

Work ethics
Passion for cooking 4.40±0.82

Professional ethics for a chef 4.23±0.81

Ability to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Ability to understand and execute job responsibility by position 4.30±0.80

Ability to understand the cook's life pattern 4.23±0.79

Vocational skills
Ability to maintain a constant quality of food 4.17±0.84

Completeness of work 4.15±0.83

Interpersonal skills 

Affinity with colleagues 4.23±0.78

Conflicts and work stress management skills 4.11±0.83

Ability to focus on teamwork rather than individual 4.03±0.81

Communication skills

Ability to listen and implement instructions 4.31±0.77

Ability to read and understand documents 3.96±0.82

Ability to communicate with foreign languages 3.83±0.92

Information skills Ability to use computers 3.66±1.02

Arithmetic ability
Recipe size conversion 3.79±0.92

Recipe costing 1.97±0.91

Problem-solving ability
Ability to cope with unexpected situations 2.85±1.09

Ability to cope with complaints 2.58±0.96

Resource management ability

Ability to dispose of work 2.84±1.11

Ability to lead employees through leadership 2.19±0.71

Ability to supervise work 2.02±0.85

Human resource management ability 1.91±0.81

Sales management ability 1.87±0.72

Total 3.69±0.84

Table 5. Competencies for hotel entry-level cooks (N=12)

Variables Measurement items M±S.D.

Competencies for 
hotel entry-level

cooks

1. Fitness management ability 4.31±0.77

2. Adaption to commute time 4.30±0.81

3. Ability to adapt to simple and repetitive tasks 4.29±0.78

4. Preparations before starting work 4.24±0.77

5. Time management skills(Ability to produce food within a certain amount of time) 4.23±0.78

6. Ability to work efficiently in a narrow space 4.22±0.76

7. Ability to work multiple things simultaneously(multitasking skills) 4.03±0.88

Total 4.2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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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기존의 직무능력을 강조했던 조리교육에서 벗

어나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 측면에서 2년제 호텔 조
리사 교육과정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과 조리사직의 특성

을 반영한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병

행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의의는조리사양성에있어 기술교육뿐만 아니

라,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과 실무중심 조리교육과정에 직
업기초능력을 포함시켜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

으며, NCS에서제시하는 10대직업기초능력가운데호텔조리
사 양성과정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직업기초능력과

조리직의 특성을 반영한역량을 도출하여 교육과정 개선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첫째, 선행연구와의 공통점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제

시하는 10대 직업기초능력 가운데 호텔 신입조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자기개발능력, 직업윤리, 조직이해능력, 
기술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의 7개 능력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능력에서 갈등 및 감정관리 능력과 동료 간의 친화력이 중

요하게 나타난 Kim(2006), Kim 등(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
치하였는데, 현장에서는 비교과측면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Kim 등(2009)의 연구가 호

텔 내 5개 부서의 경력직 사원으로 대상으로 실시하여 호텔
종사원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관리능력과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조리부 신입조리사로 대상
을 좁혀서 연구한 결과 ‘관리능력과 외국어 능력’이 중요도
순위에서 낮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조리사에게 요구되는 7
개 역량 평균이 NCS의 직업기초능력보다 높게 나타나 조리
교육에서는 업의 특성을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직업

기초능력과 기술능력이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을알 수 있었

다. 조리사직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가운데 신입조리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장시간서서 근무하는 특성을반영하여 체

력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호텔의 연간
무휴 24시간 영업의 특성에 따라출퇴근시간의 적응력이 필
요하며, 전문대학 졸업생이 3급 조리사로 취업하는 경우 일
이 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므로 이러한 단순한일에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업무시작 전 준비성을 갖출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함에 있어
서 현장에서는 시간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주어진 시간내에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관리 능력
이 요구되며 주방공간이좁기 때문에효율적으로 일하는 능

력과 정리능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능

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기초능력 교
과목의 내용은 일반 교양과목이아닌 조리업무에 특화된 콘

텐츠로 구성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업의 이해는 직업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예를
들어 직업윤리 교과목에서는 일반적인 교양에서 다루는 직

업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리사에게 요구되는 직업

윤리의 콘텐츠를 추출하여 교과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고 업계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시적 역량인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잠재적 역량

인 태도나 업의 이해를 위한 직업기초능력의중요성을간과

해서는안된다. 미국의조리학교 CIA(Culinary Institute of Ame-
rica)의 경우에는 조리학과 또는 베이커리 학과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는데, 이는 신청
자의 기술수준을 알고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입학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학입시에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가산점을 부여하

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전히 기술중심 직업교육의 지엽
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둘째, 직업기초능력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직업기초능력

이 콘텐츠에 머물지 않고 실제 활용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대학 조리교육과정에서는 필요

하다.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취업 첫날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조리교육과정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간이짧고 현장에서는 교육을 지

원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CIA와
르꼬르동 블루는 18주 연속 최소 600시간, 12주 360시간을
의무화 하였는데 이는현재 국내 조리교육기관의 경우평균

연속 4주 160시간을 이수해야하는 현실과는 양적으로 차이
가 있다. 현장과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진조리교육기관
인 미국의 CIA와 일본의 츠지교는 레스토랑 시뮬레이션 수
업을 진행한다. 학생이 역할을 번갈아 함으로써 직업기초능
력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장(場)․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교육은 콘텐츠의 세계이고
현장은 실무기반이다. 전문대학은 여전히 기술과 지식을 중
심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콘텐츠 세계에 머물러 있어 4년제
와 차별화 되지 못했으며, 현장에서도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4년제와 차별화하
고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경쟁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앎

(knowledge)을 수행(performance)으로 변환하는 단계가 교육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신입조
리사에게 필요한 역량인 업무시작 전 준비성, 시간개념, 근
무시간 적응력, 담당업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능력 등이
일반 직업기초능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외조리학교들은
장기현장실습과 시뮬레이션 수업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극복하도록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현장에 필요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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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성하고 있는데 지식과 이론교육보다는 현장의 운영방

식(operation system)을 익히는 시스템에 교육의 목표지향점
을 두고 있다는것을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장실습과 레스
토랑 시뮬레이션 수업은 신입조리사에게 요구되는 직업기

초능력과 역량을 실제적으로 적용해볼수 있는기회를 제공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총체적 관점에서 조리교육에 필요한 요소는 직업기

초능력, 기술, 이론, 역량(직업의 특성 반영)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시사한다. 직업기초능력, 실습, 이론이 사전에 교
육되어야 하고학교에서배운 내용을실제 현장에서 체험해

보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실습이 필요하며, 마지
막 단계에서는시뮬레이션 수업을 통해 학습한내용을 실제

적용해보는 교육체계가 요구된다. 선진조리학교의 경우를
보면 신입생이학교를 들어왔을 때는가장 공통적인 내용들

을 학습하고, 졸업이 가까워지면 현장실습과 시뮬레이션 수
업을 통해 현장적응력 향상을 높이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

고 있다. 졸업이가까워지는시점에시뮬레이션훈련을통해
현장과 거리감을 좁혀 학생들이 졸업 후 일의 세계에 보다

쉽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이 시스템이 이들

조리교육의 핵심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조리교
육과정은 직무교육콘텐츠를 수행(performance)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직업기초능

력, 기술, 이론, 역량(직업의 특성이 반영된)의 4가지 요소들
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되고 훈련되어야현장과의 온

도차를 줄일 수 있다.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외식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하면 기업의 재교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어들고 이직

률 또한 낮출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외식업계가 지속 발전
하여 채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느 한 쪽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필요한 능력

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전문대학

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시내 특 1급 호텔 8곳만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호텔규모에 따라 양식, 한식, 중식, 일식, 
베이커리 업장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비즈니스호텔 또
는 일반 외식업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어려

움이있다. 또한본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요소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구성 및 실제 적용을 통한 검증과 같은 후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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