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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가 전공만족도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NCS-based Beverage Certificate Education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김정원*, 심홍보**

Jung-Won Kim*, Hong-bo Shim**

요 약 본 연구는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가 전공만족도 및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호텔관광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년 5월1

일부터 6월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00부 중 27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

설은 모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교육과정’, ‘담당교수’, ‘자격증의 효용성’, ‘자

격증 유형’, ‘교수만족도’, ‘전공교수’의 항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호텔관광계열학과에서

음료자격증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위의 항목을 우선시 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료자격증은 취업준비와 전공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지도에 있어 전략으로 활

용하여 학과의 만족도와 취업률 향상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주요어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음료분야자격증교육만족도, 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NCS-based beverage certificate education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Questionnaire survey was made from May 1, 2018 to June 30, 2018 for the students who specialize in 
department of hotel tourism at colleg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271 copies of the total 300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hypotheses in this study were analyzed as having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nd  the results were found to have important effects especially on items such as 
'curriculum', 'professor in charge', 'efficacy of certificate', 'type of certificate', 'satisfaction of professor', and 
'major professor'. Thus, when operating the beverage certificate education program in the course of department 
of hotel tourism, the education program must be operat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students by giving 
priority to the above items. In addition, beverage certificate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job prepar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refore, it should be used as a strategy of student guidance to help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department and the employm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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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

등교육기관인 대학은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간 경쟁우위를 결정할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차

원으로 대학교육은 삶의 질 향상과 학습 욕구 충족, 취

업과 경쟁 사회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고양시킨다[1].

그러나 아직은 학벌보다는 실무능력중심 체제로 간다

는 NCS 채용대비에 대한 체제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

로 낯설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채용준비 절차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미흡하며, 참여하는 기업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NCS는 그 활용 측면에 있어

서 해당 직무에서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훈련)기관, 자격기관, 그리고 산업현장이 유기적인 연

관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다[2].

특히 관광산업분야는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능력이 다

양화, 전문화 되면서 기업 적합형 전문 인력에 대한 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대학이 현장밀착

형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경력 같은 신입’형 인재

를 양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만족은 진로결정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전

공분야로의 진로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대학은 대학의 여건과 분야별 특성, 교수의 전공, 학생

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교육과정을 보

완할 수 있는 적합한 운영 모형을 선택하여, NCS 음료

분야 자격증인 바텐더(조주기능사), 와인소믈리에, 바리

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 적합형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

송윤정(2013)[4]은 잘못 선택되어진 대학 및 전공은

대학생활의 부적응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졸

업 후에는 전공과는 다른 직업을 갖게 되거나 직업 환

경에서의 부적응으로 잦은 이직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

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김은희

(2016)[5]은 대학에서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잘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다는 것을 뜻

하며, 전공에 만족할수록 학과에 대한 애착 및 전공분

야와 연관된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였

다. 대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된 주목적은 진로와

취업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

정하며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취업준비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효과

적인 취업준비행동이 필요하다[6]. 국내기업은 대부분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및 면접전형, 필기시험 등을 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진출을 위해서 별도의 취업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

텔관광관련 전공학생들이 NCS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음료분야자격증교육만족도에 따라 전공만족도 및 취업

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NCS기반 음료분야자격증교육만족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란자격기본법제2조항에따르면산업현장에서직무를수

행하기위하여요구되는지식, 기술, 소양등의내용을국가

가산업분야별, 수준별로체계화한것을말하며[7], 해당분야

에서탁월한직무성과를도출하는데요구되는지식, 기술및

태도등필수역량을제시하고이에적합한인재를양성할수

있도록국가차원에서표준화한것이다[8].

특히 음료분야에 관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

를 살펴보면 대분류 음식서비스, 중분류 식음료조리ㆍ

서비스, 소분류에 식음료서비스로 다시 세분류로 소믈

리에, 바텐더, 바리스타로 나뉜다. 관련 사업으로서는

소믈리에는 호텔, 주장, 백화점, 음식점, 레스토랑, 마트,

외식업 등이 있고, 바텐더(조주기능사)는 호텔, 바, 레스

토랑, 칵테일점 등이 있다[9].

음료분야의 NCS관련 자격으로는 국가기술자격인 조주

기능사(Bartender), 일학습병행제 종목 및 민간자격증인 소

믈리에(Sommelier), 바리스타(Barista) 자격증 등이 있다.

조주기능사는 칵테일조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조주작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을 양성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며, 와인소믈리에와 커피

바리스타는현재국내에서는민간자격증으로주관하는곳

에 따라 시험방법과 교육과정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10], Astin(1993)[11]은 교육만족도 조사항목에서

교수,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생지원서비

스, 교육여건, 교과목 이수기회, 교수의 학생에 대한 태도,

학교의변화전망, 행정에대한믿음, 다양성추구, 교육자

원과 사회적 평판 등 교육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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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자신이 속해있는 전공학과 내에서 형

성되는데 개인적인 특성과 전공과 관련된 환경과의 상

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발생되는 가치나 신념, 유쾌한

감정의 상태, 전공에 대한 태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12].

Wallace와 Walker(1990)[13]은 전공만족도에 관한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였는데, 자아존중감

이 높은 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뿐

만 아니라,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전공만족도의 개념이 개인

의 심리적 요인에 기인함은 물론 직업적 개념을 포괄하

여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Krueger(1993)[14]

는 취업의지에 대해 미래에 스스로 취업할 가능성에 관

한 자신의 평가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취업여부의 개념

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공만족도

가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이

예측된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의 진로, 직업기

준, 취업 전망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긍정적 사고를 포

괄하는 인지적 평가의 결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3. 취업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실제

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보고 “합리적이고 올

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

이 이루어진 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행동”으로 정의하였다[12] 즉, 진로준비행동은 자기 자

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

립하고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

력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으며, 구직행동이

나 직업탐색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실직자나 재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

로 실제 구직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이력서 작성, 면

접 대비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

생들의 전반적인 취업준비활동을 살펴보기에는 부적합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정의를 수립하

는 것이 필요했다[15].

노진영(2017)[16]은 취업준비행동은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과정은 직업탐색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자, 전 생

애에 걸친 전반적인 진로준비행동에 포함되는 개념이

며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들을 의미하

는 용어하고 정의했다. 또한 취업준비행동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비적 취업준비

행동(직업교육훈련, 학점관리, 인턴체험, 자격증 취득 등)

과 본격적 취업행동(시험 응시, 인터뷰, 이력서 제출 등)

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장기적으로 자신의 취업가능

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18].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NCS기반 음료분야자격증교육만족도

가 전공만족도 및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

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

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가설

본 연구를 수행함에 NCS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

료분야의 조주기능사, 소믈리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선

정하여, 각각의 자격증교육만족도가 전공만족도 및 취

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

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설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NCS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는 전공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NCS 음료자격증

교육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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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구 분 남자 여자 합계

연령

19세 2(0.7%) 7(2.6%) 9(3.3%)

20세 52(19.2%) 86(31.7%) 138(50.9%)

21세 19(7.0%) 52(19.2%) 71(26.2%)

22세 5(1.8%) 8(3.0%) 13(4.8%)

23세 12(4.4%) 2(0.7%) 14(5.2%)

24세 15(5.5%) 0(0%) 15(5.5%)

25세 5(1.8%) 1(0.4%) 6(2.2%)

26세 3(1.1%) 0(0%) 3(1.1%)

33세 1(0.4%) 0(0%) 1(0.4%)

47세 0(0%) 1(0.4%) 1(0.4%)

학년

1학년 54(19.9%) 91(33.6%) 145(53.5%)

2학년 55(20.3%) 65(24.0%) 120(44.3%)

3학년 2(0.7%) 0(0%) 2(0.7%)

4학년 3(1.1%) 1(0.4%) 4(1.5%)

학과

호텔경영과 7(2.6%) 8(3.0%) 15(5.5%)

호텔관광과 63(23.2%) 97(35.8%) 160(59.0%)

외식사업과 43(15.9%) 52(19.2%) 95(35.1%)

관광학과 1(0.1%) 0(0%) 1(0.4%)

취업

희망

기업

호텔 61(22.5%) 75(27.7%) 136(50.2%)

리조트 6(2.2%) 12(4.4%) 18(6.6%)

외식기업 26(9.6%) 41(15.1%) 67(%24.7)

관광기업 14(5.2%) 26(9.6%) 40(14.8%)

항공사 2(0.7) 2(0.7%) 4(1.5%)

출판사 1(0.4%) 0(0%) 1(0.4%)

양조 1(0.4%) 0(0%) 1(0.4%)

창업 3(1.1%) 1(0.4%) 4(1.5%)

취업

준비

기간

1개월미만 6(2.2%) 3(1.1%) 9(3.3%)

2-3개월미만 15(5.5%) 39(14.4%) 54(19.9%)

3-4개월미만 13(4.8%) 21(7.7%) 34(12.5%)

4-5개월미만 7(2.6%) 13(4.8%) 20(7.4%)

5-6개월미만 23(8.5%) 27(10.0%) 0(0%)

6개월-1년미만 25(9.2%) 24(8.9%) 49(18.1%)

1년이상 25(9.2%) 30(11.1%) 55(20.3%)

합 계 114(42.1%) 157(57.9%) 271(100%)

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5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 소재 대학의 호텔관광관련

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기입

방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271부의 설문지가 분석

에 활용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성별, 연령, 전공, 교육받

은 자격증, 취업희망 기업, 취업을 위해 투자하고 싶은

준비기간으로 구성된 일반적 특성이 명목척도로 6문항

구성되었고,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가 17문항,

전공만족도가 19문항, 취업준비행동이 23문항으로 구성

하여 리커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을 거쳐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

석(Crosstabulation analysis) 등을 실시했다. 둘째, 크롬

바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조사하

고,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타당성 검사

를 실시했다. 셋째,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NCS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

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가 취업준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했다.

Ⅳ. 연구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114명으로 42.1%를, 여자가

157명으로 57.9%로 구성되어 여자가 조금 더 많았으며,

연령은 남자, 여자 모두 20세가 가장 많았다. 남자는 2

학년 학생이 20.3%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1학년이

33.6%로 가장 많았다. 학과는 호텔관광과가 남녀 모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취업희망기업은 남녀 모두

호텔을 가장 선호했으며, 취업준비기간은 남자의 경우

6개월-1년 미만과 1년 이상이 모두 9.2%로 가장 많았

고, 여자의 경우는 2-3개월이 14.4%로 가장 많았다.

2. 신뢰도와 요인분석 결과

1)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의 신뢰도와 요인

분석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 17개 항목을 대상으

로 신뢰도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 분석결과 크롬바알파

(Cronbach's α)계수는 0.947이 나왔고, 이러한 결과는 일

반적인 신뢰도 수준 인 0.6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설문지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 17개 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요인추출근거는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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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NCS기반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의신뢰도와요인분석결과

Table 2.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Result of Satisfaction

with NCS-based Beverage Certificate

요인

항목

삭제시

신뢰도

요인

적재값

공

통

성

아이

겐값

분산

설명력

(누적변량)

자격

증

효용

성

요인12 0.943 0.828 0.877

9.311
54.772%

(54.772%)

요인14 0.943 0.788 0.837

요인13 0.944 0.785 0.802

요인11 0.943 0.783 0.821

담당

교수

요인7 0.944 0.824 0.846

0.295
7.616%

(62.388%)

요인8 0.943 0.808 0.851

요인9 0.944 0.783 0.789

요인10 0.943 0.678 0.716

교육

과정

요인4 0.946 0.773 0.700

1.191
7.009%

(69.397%)

요인3 0.946 0.765 0.700

요인5 0.946 0.686 0.633

요인6 0.947 0.647 0.544

요인2 0.945 0.626 0.632

자격

유형

요인20 0.947 0.811 0.761

1.057
6.220%

(75.617%)

요인21 0.944 0.736 0.785

요인18 0.944 0.707 0.783

요인19 0.943 0.668 0.779

크롬바알파(cronbach's α) 계수 =0.947 , N = 271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있는베리멕스

요인추출의 근거: 아이겐값(1.0)/ KMO(Kaser-Meyer-Olkin)=0.920

Bartlett의구형성검증:근사카이제곱=3723.709자유도=136, 유의확률=0.000

표 3. 전공만족도의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Result of

Major Satisfaction

요인

항목

삭제시

신뢰도

요인

적재값

공

통

성

아이

겐값

분산

설명력

(누적변량)

교과

만족

도

요인5 0.946 0.780 0.706

9.992
52.591%

(52.591%)

요인2 0.946 0.760 0.703

요인6 0.946 0.729 0.657

요인3 0.947 0.715 0.650

요인7 0.945 0.688 0.664

요인1 0.946 0.660 0.634

요인4 0.946 0.648 0.583

요인8 0.946 0.600 0.626

요인9 0.946 0.592 0.602

교수

만족

도

요인14 0.947 0.821 0.760

1.798
9.461%

(62.052%)

요인15 0.946 0.809 0.750

요인12 0.946 0.774 0.752

요인13 0.947 0.765 0.666

요인11 0.946 0.709 0.744

요인10 0.946 0.674 0.708

1.189
6.258%

(68.310%)

사회

인식

만족

도

요인18 0.948 0.801 0.779

요인17 0.948 0.784 0.735

요인21 0.948 0.724 0.638

요인16 0.948 0.553 0.618

크롬바알파(cronbach's α) 계수 =0.949 , N = 271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있는베리멕스

요인추출의근거: 아이겐값(1.0)/ KMO(Kaser-Meyer-Olkin)=0.943

Bartlett의구형성검증:근사카이제곱=3730.809자유도=171, 유의확률=0.000

표 4. 취업준비행동의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결과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Result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요인 항목 요인 공 아이 분산

고,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4개의 요인을 ‘자격증 효용

성’, ‘담당교수’, ‘교육과정’, ‘자격유형’으로명명했다. 요인

의 총분산설명력은 75.617%였고, KMO(Kaser-Meyer

-Olkin) 값은 0.920으로 나타났다. 이 값의 유의 수준은

0.000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전공만족도의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전공만족도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신뢰도분석을 실

시했다. 신뢰도 분석결과 크롬바알파(Cronbach's α)계

수는 0.949로 본연구의설문지는신뢰도가매우높은것으로

판단할수있다. 전공만족도 19개 항목에 대한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요인추출근거는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했고, 요

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3개의 요인을 ‘교과만족도’, ‘교수

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로 명명했다. 요인의 총분산설

명력은 68.310%였고, KMO(Kaser-Meyer-Olkin) 값은

0.943으로 나타났다. 이 값의 유의 수준은 0.000으로 요

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타

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취업준비행동의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

취업준비행동 23개 항목을 대상으로 신뢰도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 분석결과 크롬바알파(Cronbach's α)

계수는 0.934로 본연구의설문지는신뢰도가매우높은것

으로판단할수있다. 전공만족도 23개 항목에 대한 타당

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요인추출근거는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했고,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3개의 요인을 ‘예비적 취업준

비행동’, ‘적극적 취업준비행동’,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으로 명명했다. 요인의 총분산설명력은 61.174%였고,

KMO(Kaser-Meyer-Olkin) 값은 0.918으로 나타났다.

이 값의 유의 수준은 0.000으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타당도는 양호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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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시

신뢰도
적재값

통

성
겐값

설명력

(누적변량)

예비

적

취업

준비

행동

요인5 0.932 0.746 0.615

9.561
41.572%

(41.572%)

요인9 0.932 0.743 0.591

요인8 0.933 0.730 0.554

요인12 0.934 0.706 0.545

요인7 0.931 0.580 0.534

요인13 0.931 0.572 0.525

요인6 0.932 0.566 0.478

요인10 0.931 0.536 0.459

적극

적

취업

준비

행동

요인1 0.933 0.821 0.704

1.663
7.231%

(48.803%)

요인2 0.931 0.784 0.734

요인4 0.931 0.762 0.673

요인14 0.934 0.753 0.637

요인15 0.934 0.694 0.570

요인3 0.931 0.534 0.524

본격

적

취업

준비

행동

요인22 0.930 0.738 0.811

2.845
12.371%

(61.174%)

요인23 0.930 0.737 0.675

요인21 0.930 0.731 0.701

요인20 0.932 0.688 0.770

요인24 0.931 0.731 0.649

요인18 0.931 0.653 0.574

요인19 0.931 0.575 0.570

요인16 0.930 0.544 0.605

요인17 0.930 0.529 0.573

크롬바알파(cronbach's α) 계수 =0.934, N = 271

요인추출방법:주성분분석/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있는베리멕스

요인추출의근거: 아이겐값(1.0)/ KMO(Kaser-Meyer-Olkin)=0.918

Bartlett의구형성검증:근사카이제곱=3931.424자유도=253, 유의확률=0.000

표 5.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가전공만족도중교과

만족도에 미치는영향

Table 5. Effect of Satisfaction with NCS-based Beverage

Certificate on Subject Satisfaction out of Major Satisfaction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β t값

유의확율

(양쪽)

교과

만족도

자격증효용성 0.083 0.089 1.265 0.207

담당교수 0.120 0.127 1.787 0.075

교육과정 0.378 0.342 5.227 0.000*

자격증유형 0.205 0.203 2.957 0.003*

상수=0.609 F=50.635 R²=0.432
*유의확률

p<0.05

표 6. NCS음료자격증교육 만족도가 전공만족도 중 교

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6. Effect of Satisfaction with NCS Beverage

Certificate on Professor Satisfaction out of Major

Satisfaction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β t값

유의확율

(양쪽)

교수

만족

도

자격증효용성 0.180 0.179 2.768 0.006*

담당교수 0.454 0.331 5.047 0.000*

교육과정 0.211 0.178 2.960 0.003*

자격증유형 0.156 0.144 2.280 0.023*

상수=0.454 F=71.293

R²=0.517

*유의확률

p<0.05

표 7. NCS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가전공만족도중사회인식만

족도에미치는영향

Table 7. Effect of Satisfaction of NCS beverage Certificate education

on Social Awareness Satisfaction out of Major Satisfaction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β t값

유의확율

(양쪽)

사회

인식

만족도

자격증효용성 0.009 0.072 0.123 0.902

담당교수 0.050 0.073 0.686 0.493

교육과정 0.517 0.079 6.531 0.000*

자격증유형 0.069 0.076 0.913 0.362

상수=1.103 F=30.159 R²=0.312 *유의확률 p<0.05

3. 분석결과

1)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

만족도의 4개 항목이 전공만족도 항목 중 ‘교과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과 ‘자격증 유형’의 2개 항목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의 4개 항목이 전공

만족도 항목 중 ‘교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4개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의 4개 항목이 전공

만족도 항목 중 ‘사회인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이라는 1개

항목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가설1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는 전

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 채

택’되었다.

2)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

만족도의 4개 항목이 취업준비행동 항목 중 ‘예비적 취

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기분석을 통해 분

석한 결과 ‘담당교수’, ‘교육과정’, ‘자격증 유형’의 3개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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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 중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8. Effect of NCS-based Beverage Qualification

Education Satisfaction on Preliminar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ut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β t값

유의확율

(양쪽)

예비

적

취업

준비

행동

자격증효용성 -0.032 -0.031 -0.353 0.725

담당교수 -0.395 -0.387 -4.296 0.000*

교육과정 0.307 0.257 3.105 0.002*

자격증유형 0.240 0.219 2.529 0.012*

상수=2.334 F=6.684 R²=0.091 *유의확률 p<0.05

표 9. NCS기반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가취업준비행동중적극적

취업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

Table 9. Effect of NCS-based Beverage Certificate Education

Satisfaction on Activ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ut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β t값

유의확율

(양쪽)

적극

적

취업

준비

행동

자격증효용성 0.230 0.250 2.958 0.003*

담당교수 -0.097 -0.105 -1.222 0.223

교육과정 0.029 0.27 0.339 0.735

자격증유형 0.261 0.263 3.179 0.002*

상수=1.666 F=13.629 R²=0.170 *유의확률 p<0.05

표 10. NCS기반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가취업준비행동중본격

적취업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

Table 10. Effect of NCS-based Beverage Certificate

Education Satisfaction on full-scale Job Preparation

Behavior out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β t값

유의확율

(양쪽)

본격

적

취업

자격증효용성 0.061 0.062 0.700 0.485

담당교수 -0.288 -0.292 -3.255 0.001*

교육과정 0.184 0.159 1.934 0.054

준비

행동
자격증유형 0.315 0.298 3.445 0.001*

상수=1.908 F=7.168 R²=0.097 *유의확률 p<0.05

표11. 전공만족도가취업준비행동중예비적취업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

Table 11.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Preliminary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ut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β t값

유의확율

(양쪽)

예비적

취업

준비

행동

교과만족도 0.266 0.246 2.652 0.008*

교수만족도 -0.314 -0.311 -3.854 0.000*

사회인식

만족도
0.390 0.358 4.731 0.000*

상수=1.509 F=18.999

R²=0.176

*유의확률

p<0.05

표12. 전공만족도가취업준비행동중적극적취업준비행동에미치는영향

Table 12.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Active Job Preparation

Behavior out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β t값

유의확율

(양쪽)

적극

적

취업

준비

행동

교과만족도 0.319 0.326 3.654 0.000*

교수만족도 0.276 0.302 3.900 0.000*

사회인식

만족도
-0.174 -0.176 -2.424 0.016*

상수=1.626 F=27.663 R²=0.237 *유의확률 p<0.05

되었다.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의 4개 항목이 취업

준비행동 항목 중 ‘적극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격증 효용성’,

‘자격증 유형’의 2개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의 4개 항목이 취업

준비행동 항목 중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담당교수’, ‘자격

증 유형’의 2개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가설2 NCS기반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는취업준비행

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채택’되었다.

3)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만족도의 3개 항목이

취업준비행동 항목 중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교과만족도’,

‘교수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의 3개 항목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만족도의 3개 항목이 취업준비행동 항목 중 ‘적

극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교과만족도’, ‘교수만족도’, ‘사회인식

만족도’의 3개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만족도의 3개 항목이 취업준비행동 항목 중 ‘본

격적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교수만족도’의 1개 항목만이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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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전공만족도가취업준비행동중적극적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영향

Table 13.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Active Job Preparation

Behavior out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종속

변수
측정항목 b β t값

유의확율

(양쪽)

본격

적

취업

준비

행동

교과만족도 0.074 0.071 0.737 0.462

교수만족도 0.205 0.210 2.505 0.013*

사회인식만족도 0.103 0.098 1.249 0.213

상수=1.382 F=11.146 R²=0.111 *유의확률 p<0.05

따라서 ‘가설3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채택’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NCS기반 음료분야자격증교육만족도에 따

라 전공만족도 및 취업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를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만족도, 교수만족도, 사회인식만족도의 항

목 모두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 항목 중 ‘교육과정’

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전공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만족도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의 초기에 나타나는 예

비적 취업준비행동에는 NCS기반 음료자격증교육 항목

중 ‘담당교수’와 ‘교육과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기인

적극적 취업준비행동에는 ‘자격증의 효용성’과 ‘자격증

유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말기인 본격적인 취업준

비행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담당교수’와

‘자격증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취업준비의 시작

과 끝에서 ‘담당교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

석되었고, 어떤 유형의 자격증을 선택하여 교육시키느

냐가 적극적인 취업준비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인

트라고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취업준비행동의 초기인 ‘예비적취업준비행동’

과 ‘적극적취업준비행동’에는 전공만족도의 3개 항목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취업준비행동

의 말기인 본격적인 취업준비행동에는 ‘교수만족도’가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학생들

이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시기에 ‘전공교수’의 역할

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대비하여 전공교수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보수교육이 실시된다면 학생들의 취업

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모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교

육과정’, ‘담당교수’, ‘자격증의 효용성’, ‘자격증 유형’,

‘교수만족도’, ‘전공교수’의 항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호텔관광계열 학과에서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위의 항목을 우선시 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전공자격증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음료자격증은 취업준비와

전공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지도

에 있어 전략으로 활용하여 학과의 만족도와 취업률 향

상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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