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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methods of improving sustained learning participation by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school support consisting of professor support, friend-senior support and educational environment support,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hool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 and food service. The stud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 and food service were perceived significantly more by female students than by male

students. Second, school support directly influence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chool satisfaction, but did

not directly influence the learning persistence. Instead, school support influenced school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indirectly by the medium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ir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directly

influenced school satisfaction and learning persistence and indirectly influenced learning persistence by the medium of

school satisfaction. Lastly, school satisfaction directly influenced the learning persistence, implying that school satisfac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learning persist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 and food service. These results

show that, because school members and environmental support cannot exclusively make learning persistence, diverse

systems and programs must be developed and applied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chool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 and foo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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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9년 4월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보였으

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

함한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60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특히 15~29세 청년층이 30만 9000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KOSIS 2019). 청년실업의 증가는 개인, 사회적 손실일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저하 등의 국가적 손실을 유발하기 때

문에 사회 각층에서 청년실업율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Park

2018). 청년실업율의 계속되는 상승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감

소와 고학력을 취득한 반면 숙련도의 불일치, 진로지도 미흡

등의 제도적 문제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Kim &

Lee 2011),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과 청년실업율의 증가가 대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Choi & Jeong 2018).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학은 정부

에서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와 선도대학 사업 등을

통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원활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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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해 현장의 요구도를 반영하고 학교지원이 함께 동

반되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학 시 기대

한 목적을 달성하고 졸업 후 안정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조리·외식 전공자들은 진로

에 대한 확신 결여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으로 진로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Na 2012), 이는

전공에 맞는 방향설정과 개인의 진로설계에 따라 취업으로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

고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휴학이나 자퇴 등의 중도탈락을 야

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리·외식 전공자들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진로목적이나 능력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지속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과 학습지속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Han & Lee(2016)는 대학생이 지각한 자

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

고, Lee et al.(2013)은 전문대학생의 학교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Kim et al.(2013)은 대학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

하였다. 사이버 e러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지원에 대한

연구(Ju et al. 2011)와 학습지속의향(Kim & Chun 2012;

Park & Shim 2016)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조리·외

식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

는 영향 연구(Lee & Park 2010; Kim & Yoon 2016; Seo

2016)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차

별화된 진로지도와 상담을 위한 학교차원의 프로그램 운영

과 자격증 및 면허 취득, 기술 습득을 위한 자기효능감 향상

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공만족도, 진로탐색 및 전

공선택과 직업가치관의 효과(Kim & Kim 2016)에서는 진로

선택 동기와 직업가치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공만족도

와 진로탐색행동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리·외식계열 전공의 경우 짧은 시간에 현장에 맞는 실무

능력을 습득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지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교만

족, 학습지속의향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리·외식계열 전공 대학생들의 특

성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

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지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

교만족 및 학습지속의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체계

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습지속의향을 고취

시키고 학업을 지속함으로써 조리, 외식계열의 전공 특성을

살려 전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학교지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교 만족 및

학습지속의향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로 서울·경기지역

(일반대학 2곳, 전문대학 2곳), 충남지역(일반대학 2곳, 전문

대학 2곳)의 8개 대학의 조리 및 외식계열 재학생들을 대상

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745부를 배부하여 682부를

회수(회수율: 91.5%)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자 141부를 제외

한 541개(사용율:72.6%)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

구는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

었다(Approval Number: BE2016-17).

2. 연구방법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거

주지, 대학분류, 입학 전 전공 관련과목 수강경험, 전공분야,

희망진로를 포함하는 6개 문항과 기존의 선행연구(Betz et

al. 1996; Samdal et al. 1999; Jo & Choi 2007; Park &

Choi 2008)를 바탕으로 학교지원은 학습자가 교육에 가치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는 교수지원과 서

로 지지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친구·선배지원, 평가와

보상을 통한 학습지원의 교내환경지원을 포함하는 14개 문

항으로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관심전공과 작업을 알

아보는 직업정보, 자신의 능력과 가치평가를 통한 직업선택

의 자신감인 자기평가, 원하는 진로나 직업을 선정하는 목표

설정, 선택전공이나 진로 불만시 대안을 찾는 문제해결 등의

2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교만족은 학교에 대한 인지

적 평가를 위한 9개 문항과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재등록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학습지속의향에 관한 6개 문항 등

을 포함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각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포

함하는 5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으로 하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

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들어가기 전 재학생들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을 거쳐 본 조사용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학교지원 0.92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936, 학교만족 0.948, 학습지속의향 0.811로 내적 일치도에

서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2) 자료의 통계처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18.0(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변수들의 표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선행연구의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선택한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

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었다. 또한 표본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검증을 위해 t-test와 one way

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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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252명(46.6%), 여학생이 289명(53.4%)이

었으며 거주지는 인천/경기권이 235명(43.4%)으로 가장 많

았으며 서울 148명(27.4%), 대전/충청권 88명(16.3%)의 순이

었다. 대학 분류를 보면 2년제 277명(51.2%), 4년제 264명

(48.8%)으로 비슷하였으며 입학 전 전공과목 관련 수업 경험

은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이 235명(43.4%), 수강경험이 없는

학생 306명(56.6%)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조리계열 308명

(57.0%)이 많았고, 외식계열이 233명(43.0%)이었다. 졸업 후

희망진로는 취업이 414명(7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학

76명(14.1%), 창업 51명(9.4%)의 순이었다.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학교지원 14개 항목의 요인분석 실시 결과 3개의 요인으

로 교수지원(설명력 27.6%, 신뢰도 0.886), 친구·선배지원

(설명력 24.6%, 신뢰도 0.908), 교육환경지원(설명력 20.0%,

신뢰도 0.825)로 명명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25개

항목으로 요인분석 결과 직업정보(설명력 20.34%, 신뢰도

0.868), 자기평가(설명력 19.6%, 신뢰도 0.875), 목표설정(설

명력 13.6%, 신뢰도 0.840), 문제해결(설명력 9.13%, 신뢰도

0.704)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9개 항목의 학교만족

과 6개 항목인 학습지속의향은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어 학교

만족(설명력 70.7%, 신뢰도 0.948), 학습지속의향(설명력

66.0%, 설명력 0.811)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3.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성별에 따른 학교지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교 만족 및

학습지속의향에 대한 차이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학교지원의 친구·선배지원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

(p<0.05)를 보였다. 교육환경지원은 남학생(4.54)이 여학생

(4.40)보다 높았으나 교수지원은 남학생(4.94)보다 여학생

(4.98)이 높았고 친구·선배지원도 남학생(4.71)보다 여학생

(4.89)이 높았는데 이는 여학생은 친구간의 의사소통이 많을

수록 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en &

Lee 2015)와도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은 직업정보와 목표설정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

았으며 자기평가와 문제해결은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Seo et al.(2016)의 연구에

서 직업정보와 문제해결 그리고 자기평가에서 남학생이 여

학생에 비해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학교만족과 학습지속의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높게 나타난 Moon et al.(2018)의 연구와 다르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41)

Category N (%)

Gender
Male 252 46.6

Female 289 53.4

Residence

Seoul 148 27.4

Incheon/Gyeonggi 235 43.4

Daejeon/Chungchong 88 16.3

Busan/Gyeongsang 26 4.8

Gwangju/Jeolla 32 5.9

Gangwon/Cheju 12 2.3

Type of university
Two-year 277 51.2

Four-year 264 48.8

Experince in

attending classes

Yes 235 43.4

No 306 56.6

Major
Culinary 308 57.0

Foodservice 233 43.0

Careers desired

Employment 414 76.5

Go on to school 76 14.1

Start-up 51 9.4

<Table 2>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variables

Factor Variable Eigen-value Total-cumulative (%) Crombach’s α

School support

Professor support 3.584 27.569 0.886

Friendsenior support 3.201 24.621 0.908

Educational environment support 2.605 20.042 0.825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Job information 4.171 20.339 0.868

Self assessment 4.124 19.639 0.875

Goal setting 2.849 13.566 0.840

Problem solving 1.917 9.128 0.704

School satisfaction School satisfaction 6.362 70.694 0.948

Learning persistence Learning persistence 2.641 66.0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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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분류에 따른 차이 분석

대학의 학제분류에 따른 학교지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교만족 및 학습지속의향에 대한 차이는 <Table 4>와 같다.

학교지원의 친구·선배지원이 일반대학 5.05, 전문대학

4.57로 유의적인 차이(p<0.001)가 있었으며, 교육환경지원 또

한 일반대학 4.56, 전문대학 4.38로 일반대학이 높아 유의적

차이(p<0.05)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정보가

일반대학 5.03, 전문대학 4.60으로 유의적 차이(p<0.001)가

있었으며, 자기평가 일반대학 4.52, 전문대학 4.33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p<0.05). 목표설정 또한 일반대학 4.83, 전

문대학 4.48로 일반대학이 높게 나타나 대학분류에 따라 유

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학습지속의향은 일반대학 5.00,

전문대학 4.64로 일반대학 대학생이 유의적으로(p<0.001) 더

높은 학습지속의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6)의 연

구에서는 재학기간에 따라 진로결정비율간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Na(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요인에 따

른 진로결정여부의 판별분석 연구에서 대학유형에 따라 지

각한 진로장벽 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

구에서도 전문대학에 비해 일반대학이 학교지원 및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학습지속의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학제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5. 입학 전 전공관련 과목 수강경험에 따른 차이 분석

대학 입학 전 전공관련 과목 수강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

는 <Table 5>와 같다.

학교지원의 교수지원은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5.62)가 없

는 경우(4.79)에 비해 높아 유의적인 차이(p<0.001)가 있었

으며, 친구·선배지원도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가 4.90로 없

는 경우 4.73보다 높아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그

리고 교육환경지원 또한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가 4.60로 없

는 경우 4.37보다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p<0.001), 자기평가(p<0.001),

목표설정(p<0.001) 모두에서 입학 전 전공관련 과목 수강경

험이 있는 경우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만족

은 수강경험 있는 경우가 4.87로 없는 경우 4.45에 비해 높

아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으며 학습지속의향 또한 수

강경험이 있는 경우가 5.02로 없는 경우 4.66에 비해 높아

<Table 3> Analysis of differences by gender

Category Male (N=252) Female (N=289) t-value p-value

School support

Professor support 4.94±1.06 4.98±1.50 -0.539 0.563

Friendsenior support 4.71±0.96 4.89±0.99 -2.158 00.031*

Educational environment support 4.54±1.01 4.40±0.96 -1.660 0.098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Job information 4.77±0.93 4.84±0.82 -0.896 0.370

Self assessment 4.51±0.87 4.36±0.88 -1.950 0.052

Goal setting 4.59±0.87 4.71±0.86 -1.525 0.128

Problem solving 4.58±1.11 4.41±1.14 -1.802 0.072

School satisfaction 4.69±1.03 4.59±0.99 -1.197 0.232

Learning persistence 4.83±1.03 4.80±0.98 -0.403 0.687

*p<0.05
1)Mean±SD, 7-Likert scale: 1=very strongly disagree, 7=very strongly agree

<Table 4> Analysis of differences by university classification

Category Two-year (N=277) Four-year (N=264) t p-value

School support

Professor support 4.87±1.07 5.04±1.03 -1.879 0.061

Friendsenior support 4.57±1.00 5.05±0.90 -5.877 0.000***

Educational environment support 4.38±1.00 4.56±0.97 -2.107 0.036*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Job information 4.60±0.89 5.03±0.81 -5.940 0.000***

Self assessment 4.33±0.87 4.52±0.88 -2.491 0.013* 

Goal setting 4.48±0.87 4.83±0.82 -4.815 0.000***

Problem solving 4.44±1.06 4.55±1.20 -1.119 0.264

School satisfaction 4.57±0.99 4.71±1.03 -1.569 0.117

Learning persistence 4.64±0.99 5.00±0.98 -4.280 0.000***

*p<0.05, ***p<0.001
1)Mean±SD, 7-Likert scale: 1=very strongly disagree, 7=very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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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이는 대학생의 온라인 교육

에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인으로 사전 학습경험이 있

는 학생이 학습 성과가 높아졌다는 연구(Lee & Lee 2018)

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였으며 대학 입학 전 관련과목에 대

한 수강여부는 대학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6. 전공에 따른 차이 분석

전공계열에 따른 학교지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교만

족 및 학습지속의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교지원의 친구·선배지원은 외식전공 4.99, 조리전공

4.66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여 외식전공 학생들이 친

구·선배지원에 대해 높게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교수지원과 교육환경지원은 전공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정보에서 조리전공 4.72보다 외식

전공이 4.93으로 높아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고, 목

표설정도 외식전공이 4.77로 조리전공 4.57보다 높아 전공계

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학습지속의향은 외

식전공이 4.94, 조리전공 4.72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

으나 학교만족의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리나 외식 전공 학생들의 학습지속 의향에 대한 Cha(2017)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조리나 외식계열은 타전공에 비해

현장업무에서 요구되는 실무의 비중이 높으므로 학습기간에

따른 다양한 교육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7. 졸업 후 희망진로에 따른 차이 분석

졸업 후의 취업이나 진학 또는 창업 등의 희망진로에 따

른 학교지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학교 만족 및 학습지속

의향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교수지원이 취업 5.02, 진학 4.98, 창업 4.42로 희망진로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으며 교육환경지원은 진

학이 4.59로 높았고 취업 4.50, 창업 4.10으로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다(p<0.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직업정보

가 진학 4.93, 취업 4.83, 창업 4.49로 유의적인 차이

(p<0.05)를 나타내었고 목표설정은 진학 4.86로 높았으며 취

업 4.65, 창업 4.39로 차이가 있었다(p<0.05). 교수지원이 진

로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교수지

<Table 5> Analysis of differences by experience in attending major classes before entering the university

Category Yes (N=235) No (N=306) t p-value

School support

Professor support 5.17±0.97 4.79±1.07 4.210 0.000***

Friendsenior support 4.90±0.95 4.73±0.99 2.117 0.035*

Educational environment support 4.60±1.01 4.37±0.96 2.739 0.006**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Job information 4.99±0.84 4.68±0.88 4.167 0.000***

Self assessment 4.59±0.88 4.30±0.86 3.786 0.000***

Goal setting 4.80±0.88 4.54±0.84 3.553 0.000***

Problem solving 4.56±1.16 4.43±1.11 1.298 0.195

School satisfaction 4.87±0.98 4.45±0.99 4.894 0.000***

Learning persistence 5.02±0.97 4.66±1.00 4.284 0.000***

*p<0.05, **p<0.01, ***p<0.001
1)Mean±SD, 7-Likert scale: 1=very strongly disagree, 7=very strongly agree

<Table 6> Analysis of differences by majors

Category Culinary (N=308) Foodservice (N=233) t p-value

School support

Professor support 4.91±1.04 5.01±1.07 -1.116 0.265

Friendsenior support 4.66±0.99 4.99±0.93 -3.993 0.000***

Educational environment support 4.47±1.00 4.47±0.97 -0.031 0.975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Job information 4.72±0.92 4.93±0.80 -2.798 0.005**

Self assessment 4.46±0.88 4.38±0.89 -1.025 0.306

Goal setting 4.57±0.89 4.77±0.81 -2.764 0.006**

Problem solving 4.48±1.12 4.58±1.15 -0.528 0.598

School satisfaction 4.68±0.97 4.58±1.05 -1.211 0.227

Learning persistence 4.72±1.00 4.94±0.99 -2.514 0.012*

*p<0.05, **p<0.01, ***p<0.001
1)Mean±SD, 7-Likert scale: 1=very strongly disagree, 7=very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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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Moon et al.(2018)의 결

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희망진로는 취업이 가장 높았으

나 학습지속의향과 관련된 학교지원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학교만족에서는 진학의 경우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차원에서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교

육시스템과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경기/충남지역의 조리· 외식계열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대학분류, 대학진학 전 전공과목

수강 유·무, 전공분야, 희망진로에 따른 학교지원,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학교만족과 학습지속의향 차이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학교지원의 친구·선배지원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 차이(p<0.05)가 있었으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

교 만족, 학교지속의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의 차이보다는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파악하고 반영

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학 분류에 따른

차이는 학교지원의 친구·선배지원과 교육환경지원은 일반

대학이 높았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 자기평

가, 목표설정이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으며, 학습지속

의향 또한 일반대학이 높아 유의적 차이(p<0.001)를 나타내

었다. 전문대학에 일반대학 학생이 학습지속 의향에 대한 변

수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문대학보다 오랜 기간 학교로부터의 지원과 다양한 학습경

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직업정보와 자기평가, 목표설정을 통

해 학습을 지속하려는 의향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대학 입

학 전 전공 관련과목 수강경험에 따른 요인별 차이 분석 결

과 학교지원의 교수지원과 친구·선배지원 그리고 교육환경

지원에서 유의한 차이(p<0.001)가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직업정보, 자기평가, 목표설정, 학교만족, 학습지속

의향에서도 유의한 차이(p<0.001)를 나타내었다. 입학 전 전

공과목 관련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유의적

으로 높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입학 전 경험을 통해 전공하

려는 과목에 대한 이해와 적응에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입학 전 전공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전공에 따른 요인별 차이에서는

외식전공이 학교지원의 친구·선배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

업정보, 목표설정에서도 외식전공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1). 학교만족은 차이가 없었으나 학습지속의향은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

전공자가 조리전공자보다 학습지속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희망진로에 따른 요인별 차이는 학교지

원의 교수지원과 교육환경지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

정보와 목표설정이 유의한 차이(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교수지원과 교육환경지원 및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수요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대학의 학습기

간에 따른 차이와 입학 전 전공관련 수업경험 및 전공별 차

이와 졸업 후 희망진로에 따른 차이 또한 학습지속의향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결정과 학습지

속을 위해서는 선배나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나 취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및 직업체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

한 프로그램과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맞춤형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을

<Table 7> Analysis of differences by careers desired after graduation

Category
Employment

(N=414)

Go on to 

school (N=76)

Start-up

(N=51)
F p-value

School support

Professor support 05.02±0.99a 04.98±1.24b 04.42±1.15c 5.052 0.002**

Friendsenior support 4.84±0.95 4.81±1.12 4.47±0.97 2.243 0.085

Educational environment support 4.50±0.97 4.59±1.07 4.10±0.98 2.937 0.033*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Job information 4.83±0.86 4.93±1.00 4.49±0.80 2.809 0.039*

Self assessment 4.41±0.89 4.59±0.93 4.33±0.67 1.388 0.246

Goal setting 04.65±0.86a 4.86±0.87b 04.39±0.89c 3.187 0.023*

Problem solving 4.47±1.12 4.71±1.29 4.33±0.83 1.324 0.266

School satisfaction 4.66±0.99 4.75±1.12 4.28±0.97 2.465 0.062

Learning persistence 4.80±0.98 5.05±1.05 4.60±1.11 2.482 0.060

*p<0.05, **p<0.01, ***p<0.001
1)Mean±SD, 7-Likert scale: 1=very strongly disagree, 7=very strongly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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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일부지역 대학생으로 대상선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측정문항

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어 추후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

리·외식 전공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보다 객관적인 측정도

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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