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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ta collection and questionnaire survey were conducted from July 1, 2016, to August 30, 2016, 
and the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273 cop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 23.0) and AMOS (V 21.0) programs.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for each measurement item. The conceptual reliability (CR) and standard variance extraction 
(AVE) values were calculated to verify the validity.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associations among the derived factors. For the hypothesis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 jointness and organic causality of the whole model. In addition, an alternative model with 
a nested relationship with the basic model was set up to test the adjustment effect of the learner 's 
educational environment o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educational environment o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students at a cooking education institute in Busa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operator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recognize the human factors as important means 
of marketing for the activation of cooking education and select instructors by applying more systematic 
and objective criteria when hiring instructors. Also,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upport programs 
such as training programs and incentives to develop instructor's abilities. In addition, the positive 
educational outcomes of students may have a positive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such as liveli-
hood of other students and sal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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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의급속한 변화는 과학기술 발달이그토대가되

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회의 다양화, 대량화를 낳게
되었으며, 국민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점차 높은
질적인 삶을 원하게 되었다. 이런 높은 질적인 삶은 현대인
의 욕구와 함께 외식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
식산업의 발전배경에는 경제성장과 소득증대를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기술적인 배경과 함께 타산업과의 연관성

을 지니면서 상호보완 아래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러
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국민식생활의 패턴의 변화, 외식시장
의 개방으로 외적인 급성장 추세와 맞물려 질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Kim, 2005).
이러한 환경 속에서현대의요리학원이당면한과제를가

장잘특정짖는것은바로 ‘변화’와 ‘경쟁’이다. 이러한변화
와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고 번영하려면 무엇보다도 본원의

독특한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경쟁업체의 도전을 물

리치고, 고객들을 계속 끌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밀고나가야 한다(Oh, Choi, Lee, & Song, 2015). 이러한 요리
학원들의 무한 경쟁 속에서 최근 요리에 대한 관심과 인기

는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지상파 및 종편 TV에서 ‘쿡
방’이 인기를 끌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의 진로가 조리계열로
몰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리학원들의 수강생들의 연령층
이 주부들 보다 청소년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요리
학원 수강생들이 2000년도 이전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시작했다면 2010년이 접어들면서 중학생 때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등록을 했으며, 현재는 초등학생도 자격
증을 취득하려 도전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리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요리학원 교육서비스선택요

인에 관한 연구(Oh, Choi, Song, & Lee, 2015), 교육서비스와
환경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Lee, Hwang, & Cho, 2014), 
교육환경이 만족도와 재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Heo & Lee, 
2016), 재취업 교육환경이 취업만족도에 관한 연구(Seo, 
Cho, & Lee, 2010). 이와 같이 조리교육서비스 분야의 급성
장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랜드에 맞는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더구나 조리외식계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있으나, 조리교육학원을 대학으로 한 연구는 아주 부
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교

육기간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리교육학원

의 교육환경과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서 교육기간 조절효과

를 파악하고, 요리학원 선택요인이 교육만족도와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요리학원 수강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다른 업체와 차별화 시키고, 나
아가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요리학원의 경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조리교육학원

학원이란학원 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 1항에 의하
면 “학원이라 함은 사인(私人)이 다수에게 20일 이상의 학습
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 포함),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Education Code of Laws, 1994). 학원은 다양
한 기능을 수행하며, 학교교육 소위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
을 행하는 위치에 있는 한편, 주로 청소년․성인의 다양한
능력개발과 평생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평생교육기관으

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Ha, 2005).
조리란 식품을 다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끓이거나, 찌거

나, 굽거나, 볶거나 또는 튀기거나 하면서 조미하는 과정을
통하여 식품과 기본적인 특성을 향상시키고, 먹기 좋은 음
식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조리교육이란 이러한 조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체에서 필

요한 내용을 구분함이 없이 조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지

도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Na, 
Jeng, Kang, & Lee, 1999). 따라서, 조리교육학원은 현업에서
요구하는 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리의 본질을 이해시

키고, 조리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조리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와 습관을 습득시키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Jeng, 1995).

2.2. 교육환경

교육환경이란 교육장 환경, 교육매체 등 전반적인 교육훈
련의 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환경이란 인
간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외적조건, 상황, 
자극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물리적 환경과 비물리적 환경으

로 구분된다. 물리적 환경은 토지, 건물, 각종 시설 및 기구
등 제반시설을 말하며, 비물리적 환경을 제외한 것을 말하
는데 가치관, 규범, 태도 습관 및 생활양식을 기초로 이루어
지는 문화적 생활환경으로서 무형적 환경이 이에 속한다

(Lee,2006).
Eagle and Brenman(2007)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훈련기관

의 교육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이제는 교육에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위해 수강생들의 양적인 확보에주력

하기 보다는 특성화와 차별화에 따른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수강생들의 만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하였

다. 즉, 훈련생이 없는 훈련기관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고객
인 수강생 지향적인 교육서비스품질의 제고를 위해 수강생

들의 다양한 욕구와 불만족사항들의 분석을 통해 고객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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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Son & Kim, 2014).
또한 Jung, Lee, and Lee(1993)는 교육환경이란 개인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 및 자극의

개적 또는 총합적인 구조와 작용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으

며, Kim(1994)은 교육적 기능을 위한 환경, 즉 개인에게 교
육적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과 자극이라고 하며, 교육환
경을 외적인 혹은 외부적, 물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
교육환경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Lee(2012)는 조리, 외식

대학생들의 교육환경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학비를 제외

한 교수서비스, 실습실환경, 편의시설에서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Lee, Hwang, and Jo(2014)는 교육서비
스와 교육환경이 교육소비자들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 연구에서 조리학원의 교육환경 즉,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은 모두 재수강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eo and Lee(2016)는 교육환경이 만족도와 재수강의도에 모
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3. 교육만족도

고객만족이란 고객이 충분히 만족을 느끼는 정도까지 요

구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다. Oliver(1977) 또한 고객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에 대한 기대에 최대한의 반응하는 결과에 따라 제품

과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
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Gwak & Kang, 
1999).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의 교육만족도란 교육 차원의 고객

의 만족도이다. 따라서 해당 교육기관이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그와 부합된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 고객중심적
인 성향을 지니고 실천하여야 한다. 즉, 학습자의 교육 만족
은 경영학의 고객만족 개념을 평생교육의 환경에서 재해석

한 것으로 교육서비스의 제공 수준이 학습자들의 기대치에

얼마나 만족스럽게 부응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Hyun & Kim, 2008).
기대-불일치 패러다임 Oliver(1980)는 소비자의 기대와 성

과 간의 불일치에 의해 소비자 만족 또는 불만족 소비자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성과가 기대보다 높으면 소비자 만족이

발생하고, 낮으면 불만족 소비자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Oliver and Bearden(1986)은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는 교육

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결과물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판단의 긍정의 정도라고 하였다. Astin(1993)은 교육만족도
를 교육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반응을 살펴보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2.4.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요인으로, 관계마케팅
의 핵심요소로 소비자들이 어떤대상에 대한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
으로 정의할 수 있다(Boulding, Kalra, Staelin, & Zeithaml, 
1993).  또한 행동의도는 소비자가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
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가능성을말하

는 것으로써, 소비자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높으면 고객
의 행동의도는 더 호의적이며, 이에 따라 기업과 고객 사이
의 관계는 좋아진다. 반면에, 평가가 낮으면 고객의 행동의
도는 더 비호의적이며, 이에 따라 기업과 고객 사이의 관계
는 나빠진다. 행동의도가 고객이 기업과 관계를 유지할 것
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그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주
장하였으며, 행동의도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Zei-
thaml, 1988). 특히 우호적인 행동의도는 타인에게 추천, 긍
정적인 구전, 재구매 의도 또는 재방문 의도 등으로 나타나
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3.1.1. 연구모형

Lee(2012)는 대학생들의 교육서비스품질이 교육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본인 참여의 조절효과를 검정하였고, 
Heo and Lee(2016)는 조리학원의 교육환경이 수강생들의 만
족도와 재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프로그램의 조절효

과를 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리교육환경이 교육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기간의 조절효

과를 파악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3.1.2. 연구가설

3.1.2.1. 교육환경과 교육만족도

Berger and Neuhaus(1977)는 교육환경은 학습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더
큰 행복감을 느끼며,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한다
고 하였다. Astin(1993)은 교육만족도는 학생들이 교육환경
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

족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객만족이 서비스품질

과 교육성과를 매개하는 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An, 
2010).
본 연구에서 가설설정은각 구성요인들에 대한이론적 고

찰과 선행연구,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
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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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H1 : 조리교육학원의 교육환경은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 교육환경 중 강사의 자질은 교육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교육환경 중 교육시설은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교육환경 중학원이미지는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 교육환경 중교육서비스는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2. 교육만족도와 행동의도

Lee(2000)의 연구에 의하면 만족한 고객은 긍정적인 구전
활동, 재 구매 및 점포 애호도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불만족한 고객은 부정적인 구전 활동과 다양한 유형의 부평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고객 만족은 고객들
의 전화 의도 또는 전환 행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고객은 이동을 방지하는 수비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
다. Anton(1996)은 진실된 충성 고객은 비충성 고객이나 충
성도가 약한 고객보다 더 만족하며, 서비스가 만족되었을
때 고객의 태도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외에 Fornell(1992), Oliver(1981), Park 
(1999) 등의 연구에서도 고객 만족이 재 구매의도와 추천의
도 등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교육만족도는행동의도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3.1.2.3. 교육환경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기간

의 조절효과

Lee(2012)는 대학생들의 교육서비스품질이 교육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본인 참여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부분적인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Kim(2015)은 서비스
교육훈련이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역

량의 조절효과검정에서 교육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서조절효과가있는것을확인하였다. Heo and Lee(2016)
는 교육환경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프로그

램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부분적이 조절효과를 나타내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기간의

조절효과를검정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가설을설정하였다.

H3 : 조리교육학원의 교육환경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기간은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H3-1 : 조리교육학원의 교육환경 중 강사의 자질이 교
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기간은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H3-2 : 조리교육학원의 교육환경 중교육시설이 교육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기간은 조절효과

를 나타낼 것이다.
  H3-3 : 조리교육학원의 교육환경 중학원이미지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기간은 조절효

과를 나타낼 것이다.
  H3-4 : 조리교육학원의 교육환경 중교육서비스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기간은 조절효

과를 나타낼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교육환경

Kim(1994)은 교육환경이란 교육적 기능을 위한 환경, 다
시 말해서 개인에게 교육적 여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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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라고 정의하였다. Kirkpatrick(1998)은 수강생들의 만족
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교육참가자, 
교육환경을, Kim(2005)은 물리적 환경, 교육프로그램, 강사, 
가격, 주변환경, 분위기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강사의 자질, 

교육시설, 학원이미지, 교육서비스 총 4가지의 교육환경요
인을 제시하였다. 총(15)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
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2.2. 교육만족도

교육만족이란 학원에서 수강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체엄

하고 지각하는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서비스 만족은 학습 환경 및 시
설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강생 만족도는 크
게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강사수준 또는 유통요인, 물적 환
경, 가격적요인등을중점으로살펴볼수있을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의 강사 등의 질적 수준에 수강생들

이 만족하는지, 교육시설이나 기자재 등의 교육 환경적, 요
인뿐 아니라, 교육육비 및 제반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수강
생들이 만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Heo & Lee, 
201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총(5)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로 측
정하였다.

3.2.3.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요인으로, 관계마케팅
의 핵심요소로소비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
으로 정의할 수 있다(Boulding et al., 1993). 따라서 행동의도
는 소비자가 계획된 미래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행동의도가 고객이 기업과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떠

날 것인지 그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주장하였으며, 행
동의도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Zeithaml, 1988).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행동의도를 충성도와 재수강

의도로 정의하여 총(4)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
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3. 표본의 선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표본은부산지역조리교육학원의수강생중중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및설문조사기간은 2016년 6월예비조사 50부를

실시한후, 본 조사에맞게수정․보완하여,  2016년 7월 1일
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
여 273부를 회수하여 표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 23.0)와 AMOS(V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을 하였고, 측정 항목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
인분석, 척도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평가
방법인 Cronbach's α 및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타
당성을규명하기위해개념신뢰도(CR)와표준분산추출(AVE)
값을 계산하였다. 도출된 요인 간 연관성 측정을 위해 상관
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전체모형의 접합도 및 유기
적인 인과 관계를 검정하였다. 또한, 수강생의 교육환경이
교육만족도 및 행동의도와의 인과관계에서 교육기간에 따

른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기본모형과 nested 관계에
있는 대안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모형사이의 자유도
를 고려한 Chi-square를 비교하여 직무만족의 조절효과성을
검정하였다.

4. 실증분석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현황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137명(50.2%), 여학생은 136명(49.8%)으로 거의 동일한 비
율을 차지하고있으며, 학력구성으로는중학생이 35명(12.8%), 
고등학생이 137명(50.2%), 대학생 90명(33.0%), 대학교 휴학
생 11명(4.0%)으로 나타났다.
조리교육기관의 수강현황에 관한 조사에서 교육기간은 3

개월 미만이 57명(20.9%)이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81
명(29.7%), 6개월 미만에서 9개월 이상이 47명(17.2%), 9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3명(8.4%), 1년 이상이 65명(23.8%)으로
나타났다. 취득한 자격증의 수는 없음이 119명(43.6%), 1개
가 90명(33%), 2개가 40명(14.7%), 3개가 18명(6.6%), 4개가
5명(1.8%), 5개가 1명(0.4%)으로 아직 취득 자격증이 없는
학생이 거의 절반의 비율을 나타냈다. 학원에 대한 정보 경
로는 지인의 소개가 70명(25.6%), 전화문의가 39명(14.3%), 
직접방문이 97명(35.5%), 홈페이지가 24명(8.8%), 인터넷 검
색이 33명(12.1%), 대중매체가 3명(1.1%), 기타가 7명(2.6%)
으로 조사되었다.

4.2.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이론적 모형을검증하기위하여 각 잠재요인별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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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stic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137 50.2

Female 136 49.8

Education

Middle school 35 12.8

High school 137 50.2

University 101 37.0

Education 
period

Less than 3 months 57 20.9

3 months to 6 months 81 29.7

6 months to 9 months 47 17.2

9 months to 12 months 23 8.4

Over 1 year 65 23.8

Number of 
certifications

None 119 43.6

1 90 33.0

2 40 14.7

3 18 6.6

4 5 1.8

5 1 0.4

Course route

Acquaintance introduction 70 25.6

Phone inquiry 39 14.3

Visit yourself 97 35.5

Homepage 24 8.8

Internet search 33 12.1

The media 3 1.1

Etc 7 2.6

Total　 273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연구가설을 토대로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 χ2=489.097 
(df=237), CMIN/DF=2.064, RMR=.030, GFI=.971, AGFI=.836, 
IFI=.931, CFI=.931, RMSEA=.063으로 분석되어 적합도는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잠재요인과 측정변수간
의 일치성 정도를 알 수 있는 잠재요인 타당성 검증의 평균

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표준화 요
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 그 크기가 .5 이상, 합
성요인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CR)의 값은 표준화 요
인 부하량과 오차분산의 값으로 그 값이 .7 이상이면 집중타
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연구의 잠재요인타당성
검증 결과, 평균분산 추출 값의 크기가 모두 .492～.633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합성요인신뢰도 값이 .863～.934로 집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3.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단일차원성에 대한 상관성 및 방향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강사의 자질과 교육만족도(r=.706, p<.01), 강사
의 자질과 교육서비스(r=.578, p<.01), 강사의 자질과 행동
의도(r=.574, p<.01), 강사의 자질과 교육시설(r=.559, p< 
.01), 강사의 자질과 학원이미지(r=.523, p<.01) 순으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과 행동의도는 (r=.678, p<.01) 교육시설과 교육

만족도(r=.665, p<.01), 교육시설과교육서비스(r=.5599 p<.01), 
교육시설과 학원이미지(r=.445, p<.01) 순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이미지와 교육만족도(r=.582, 
p<.01), 학원 이미지와 행동의도(r=.505, p<.01), 학원이미지
와 교육서비스(r=.495, p<.01) 순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와 교육만족도는 (r=.7129 p<.01)로
교육서비스와 행동의도(r=.672 p<.01)보다 상관관계가 놓았
으며, 교육만족도와 행동의도(r=.740 p<.01)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각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 강도를 확인
함으로써 요인 간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예

측할 수 있다.

4.4. 가설검정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해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

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는 Table4와 같다. 최종이론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504.620(df=241), p<.001, CMIN/ 
DF=2.094, GFI=.865, NFI=.871 CFI=.927, RMSEA=.063 등
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본연구에서의적합도는 비교적수용
할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1의 검정결과, 교육환경요인
은 교육만족도에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사의자질은 교육만족도(β=.315, t=3.988, p<.001), 교육시
설이 교육만족도(β=.265, t=3.750, p<.001), 학원이미지가
교육만족도(β=.126, t =2.226, p<.05), 교육서비스가 교육만
족도(β=.3705, t=4.733, p<.001), 교육만족도가 추천의도(β= 
.884 t=12.095, p<.001)로 모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4.5. 조절효과

조리교육학원 수강생의 교육환경이 교육만족도와의 인

과관계에서 교육기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 모형과 nested 관계에 있는 대안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리고 두 모형 사이의 자유도를 고려한 χ2 차이로 교육기간

의 조절역할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이승후․서정희․이종호200

Factors Items measurement Standardized 
estimate t-value CCR AVE Cronach 

α

Qualifi-
cations of 
instructors

The instructor tried to communicate with the students. .698 Fixed .903 .492 .794

The instructor has sufficient expertise in the contents of the training. .666 9.749

The speed of the instructor 's education was appropriate. .711 10.329

The instructor showed enough vigor and enthusiasm for education. .728 10.543

Educational 
facility

The hygiene and cleanliness of the laboratory was good enough. .804 Fixed .894 .542 .821

The food materials needed for education were fresh and sufficient. .736 12.406

There is enough cooking equipment for education. .696 11.630

In the cooking educatio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laboratory 
was appropriate. .703 11.769

Academy 
image

The illumination of the institute was appropriate and gave the group image. .790 Fixed .863 .517 .803

The appearance of the instructor and the staff gave a good image of the institute. .616 9.689

The interior of the school gave a good image. .757 11.960

Convenient traffic for using the school gave a good image. .702 11.111

Education 
services

We think that cooking education of our institute is beneficial. .826 Fixed .904 .597 .811

I think that the education of the institute is excellent in quality. .782 13.682

The information about the lecture of the institute was sufficient. .706 12.119

Educational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teaching method of the instructor. .781 Fixed .934 .607 .866

We are satisfied with the hygiene of our institute. .772 13.592

We a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our school. .745 13.026

We are satisfied with the kindness of our staff and instructors. .713 12.349

We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our institute. .767 13.492

Behavior 
intention

If necessary, I will retake at the current school. .755 Fixed .914 .633 .871

We will use other programs of our school in the future. .719 11.956

I will speak well to the Lord's people about our institute. .841 14.242

I will recommend our institute if I meet someone who is interested in cooking. .858 14.549

χ2=489.097(df=237), p=.000, CMIN/DF=2.064, RMR=.030, GFI=.971 AGFI=.836, IFI=.931, CFI=.931 RMSEA=.063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of items

Qualifications of 
instructors

Educational 
facility

Academy 
image

Education 
services

Educational 
satisfaction

Behavior 
intention

Qualifications of instructors 1

Educational facility .559** 1

Academy image .523** .445** 1

Education services .578** .599** .495** 1

Educational satisfaction .706** .665** .582** .712** 1

Behavior intention .574** .678** .505** .672** .740** 1

* p<.05, ** p<.01.

Table 3. Correlations analysis of educat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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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zed relationship Estimate β t-value p-value Result

H1-1 Qualifications of instructors → Educational satisfaction  .346 .315  3.988 .000*** Supported

H1-2 Educational facility → Educational satisfaction  .225 .265  3.750 .000*** Supported

H1-3 Academy image → Educational satisfaction  .100 .126  2.226 .026* Supported

H1-4 Education services → Educational satisfaction  .406 .370  4.733 .000*** Supported

H2 Educational satisfaction → Behavior intention 1.115 .884 12.095 .000*** Supported

χ2=504.620(df=241), p<0.001, CMIN/DF=2.094, GFI=0.865, NFI=0.871, CFI=0.927, RMSEA=0.063
* p<0.05, ** p<0.01, *** p<0.001.

Table 4. Structural equation results

Hypothesized
Low group

 
High group Unconstrained model 

χ2(df=472)
Constrained model 
χ2(df=473)

△χ2 
(df=1)β t-value β t-value

H3

H3-1 .432 4.046 -.127 -0.844 779.262 791.126 .000***

H3-2 .138 1.332 .424 3.585 779.262 782.502 .025*

H3-3 .134 1.760 .113 1.291 779.262 779.263 .708

H3-4 .378 3.971 .648 3.186 779.262 779.863 .625
*p<.05, ***p<.001, GFI=.814, NFI=.820, CFI=.918, RMSEA=.049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기본모형접합도는χ2(df=472), GFI=.814, NFI=.820, CFI=.814, 
RMSEA=.049 등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교육환경이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육기간의 조절효과는 부

분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의 하위요인인 강사의 자질 χ2(df=1), p<.001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환경의 하위요인인
교육시설은 χ2(df=1), p<.05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강사의 자질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기간의 조

절효과는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그룹((β=.432, t=4.046, 
p<.001), 6개월 이상의 그룹(β=-.127, t=-.844, p<.001)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이는 교육기간이 오래된 수강생들
은 조리의 능력향상 및 요리에 대한 자신감의 상승으로 강

사에 대한 교육만족도가 낮아지는 새로운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 채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부산에 위치한 조리학원을 수강 중인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리교육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환경이 교육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

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육환경이 교육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교육만족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육기간이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

여 각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학원생들의 측면에서는 조리교육학원에 대한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 방안과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조리교육학원의 측면에서는 학원생들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만족도와 추천의도를 높

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원의 교육만
족도를 통한 학생들의 교육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파악함

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고 배출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결과, 교육 서비스(β=0.370, p<0.001)와

강사의 자질(β=0.315, p<0.001)이 교육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강사가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강의내용에 대한 성실함과 학생들의 능력, 요구사항에 부합
하는 적극적인 강의가 높은 교육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Lee(2012)가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들의 교육환경서비스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환경서비스 요인 중 교수의

서비스와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

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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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육환경 요인중강사의 자질이 교육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기간의 조절효과를 본 결과, 교
육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그룹(β=.432, t=4.046, p<.001), 6개
월 이상의 그룹(β=-.127, t=-.844, p<.001)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새로운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시설이 교
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기간의 조절효과를 본 결

과,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그룹((β=.138, t=1.332, p<.05), 
6개월 이상의 그룹(β=.424, t=3.585, p<.05)의 결과로 두 가
지 요인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기간이 오래된
수강생들은 조리의 능력향상 및 요리에 대한 자신감의 상승

으로 강사에 대한 교육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만큼 강사는 수업에 대한 준비와 개인 능력향상

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기간이 오래될
수록 교육시설에 적응하면서 교육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

로 해석된다. Heo와 Lee(2016)의 연구에서 교육환경서비스
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프로그램 조절효과를 본

연구는 있으나, 교육기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없어, 
조리학원의 운영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학원의 강사는 좀더 자기개발과 실력향상에 노력하여

수강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기관의 운영자들은 조리전문교

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적요소를 마케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강사채용 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강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사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 인센티브제 등의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교육성과는 다
른 학원생 유취 및 교육기관 매출 증대와 같은 재무적 성과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국내 요리학원 가운데

에 부산지역 몇 개의 업체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의 요리학원 선택속성 간에는 구성개념에 있어서 차이를 보

여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된 요리학원
의 선택속성은전체 요리학원 선택속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

니라, 조사대상 요리학원의 선택속성으로 국한되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선택속성이
나 지각의 변화를 추적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응
답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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