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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리 관련 교육은 조리에 관한 지식과 기술습득을 통해
산업체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체된 교육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Na, Jung, Kang, & Lee, 1999). 최근에는
조리를 통해 건강과 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조리기

법 및 관리능력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의 발달과 여러 사회, 
문화, 경제, 환경에 성장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 타학문 분야에 비해 교육방법과 연구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Song, Jung, & Yoon, 2011). 현재에서는 구
체적 조리 교육이 연계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이 단순하게

실행됨에 따라 교육 인적자원의 정확한 발달에 비효율적이

라 할수있다. 그리하여뇌기반학습 선행연구인 Kim(2003), 
Chung, Kim과 Lee(2016), Jensen(2008), Caine과 Caine(1994)
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단순 반복된 작업을 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인 학습으로 현재 시대의 외식기업이 원하는 창의적

인재상으로 준비를 하고자 한다. 
청년들은 창의적 중심 세계에서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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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ulinary education based brain-based education 
with analysis of comprehensive research.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2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system for creative development through cooking sources and to develop 
brain-based learning theory, and thus to generate the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f the practice in 
culinary educational context. The basic principles of brain- based learning are brain plasticity, emotional 
brain, and ecological brain. Students need to be able to enrich their understanding of social interaction 
so that social brain's function will be activated through consistent and high-quality feedback. Likewise, 
students should be capable of collecting everything what they have learned. Defining main ideas and 
goal of the lesson, four factors were derived from development of competency, personality, application, 
and diversity. Rega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brain-base 
program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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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의 유능하고 일에 대한 흥미를 느낄 필요성이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해당 조리 분야의 지식을 다양하게 이론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창조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 창의적 교육의 목적이라 할 수있다. 또한교육부
에서는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

는 교육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학생들은 조리에 대

하여 단순한 기능만을 중시하고, 기본적인 기술만 습득하도
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실기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지만
여기에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 전

문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실무중심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창의적 인재상과 직무수

준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도전정신, 창의력, 응용력을 키워
야 한다. 최근 조리교육에 대한 학습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
으며 조리 교육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창의적
조리 분야에서전문인이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일방적

인 교육보다는 흥미를 가지며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적성과 소질을 살려야 한다.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통해
학습변화 및 교과목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만 학업성취 및 이로 인한 장기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조리 관련 교육은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관련 교수법들을 살펴보면 이론과 실기 수업에서 단순한 원

리의 교육의 되고 있어 지속적 성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리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되며 창조적, 실용적, 독창적 예술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체
적 조리교육 학습전략을 포함하는 새로운 접근의 교육방법

이 제시되어야 한다고할 수 있다. 이러한목적으로 뇌 학습
교육 이론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조리 지식 구성을 위한 구

체적 교수학습방법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몇 년 사이 다
른 나라에서는 학교와 산업체 등에서 교수의 직접적 기술

중심 교육방법보다는 뇌과학과 접목한 뇌 학습 교육중심으

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뇌 학습법은 뇌와신경계의통합으로인간성향상을 위한

새로운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뇌와 몸은 신경계 하나

로 연결된 것이며 뇌는 몸에 명령을 보내면 몸은 감각정보

를 뇌에 보내는 원리이며,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로 뇌에 영
향을 끼치는데몸의 감각을 통해서만뇌와 연결이 가능하고

오감을 쓰지 않고 뇌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

다(Sin, 2006). 이에 뇌를 개발하여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사
람이 되는 방법은 오감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교육의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리교육방법의 변화
로 조리의 열정을 가진 진취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뇌는 단순한 텍스트 중심의 암기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구, 창작, 발명과 같은 활동을 위하며 사회문화와
의 연결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수 자신과 학습자

모두에게능률적이며 효과적 수업이 되도록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조리교육의효과적인수업의변화로사회성, 창의성, 실무

능력, 호기심, 인성, 건강등을함양하여다양하고유능한조
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목적이라할 수 있으며. 이를위
하여 뇌 학습 교육에서 뇌 학습의 원리와 교육방법을 살펴

보아 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학습 환경을 설계하여 학습이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창의적 역량과 뇌 학습 요소들을 분석 제

시하여 교육적 효과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상의
필요성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리실습교육에 대한 교수자의 교육수준을 알아보

기 위하여 지도를 하고 있는 조리전공 교수자를 대상으로

뇌 학습기반과 연계한 조리 실습 교육에 대한 학습요구도, 
만족도, 학습 요구 사항, 조리 실습 교육 효과 등에 대한 인
식 수준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조리 실습 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 학습 기법을 활용한 조리 실습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조리교육의 개념

조리는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각종 재료를

선정하여 적절한 조리법으로 기호성과 더불어 위생적, 영양
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다. 최근 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특수 직업교육이라 할 수 있는 조리학습방법에대한

관심과 조리 교육의 성공적인 전략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에서는 잘 가르치는 대학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법 연구 및 시행을 위한 역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

정이며, 효과적인 교수법은 학생들의 학습 변화 및 조리 수
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이로인한 창의성역량강화의장기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조리교육과정의 70～80%는 조리실습교육이
조리교육의 중심이기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리교육방법

이 개선되어야 한다(Kim, & Kim. 2005).

2.2. 조리 교육 선행 연구

조리 교육에 대한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 전반
적 연구가 필요함에도 창의적 조리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의

자료는 거의 없으며 미비한 실정이다, 조리교육과 관련된
유사성이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조리교육관련 연구는 조리

인력양성방안(Na, & Jung, 2011),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에 대한 연구(Jang, 2005 ; Chung, 2011), 조리교육환경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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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Lee, Seo., & Lee, 2017), 조리진로 결정력(Lee, & Lee, 
2010), 조리실습의 시설부분에 대한 연구(Na & Choo, 2009; 
Na & Lee 2010), 조리교육활성화 연구(Kang, 2011) 등이 있
지만 창의적 조리 교육 교육방법에 대한 조사가 타 교과보

다 부족한 것을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조리
교육에 학습방법을 조사연구하여 뇌학습기법을 적용한 조

리수업방향 자료를 연구하고자 한다. 

2.3. 뇌 기반 조리학습법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20세기 후반에 교육과 뇌를 연
결하여 연구하였으며, 뇌 학습 이론은 학습하는 동안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학습방법으로 기억 정보처리 등 주요 활동

에 관여하는 두뇌부위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뇌의

정보처리, 습관과연결된 뇌, 마음과 뇌의연결, 작용과조절
로 기억의 구조를 학습에 활용한 뇌 학습법에서 조리 교육

의 이론적 방법을 모색해 보고 이를접목하여조리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뇌 기능을 이해하
는 것은 교육실천을 위한 효과적 방법이라 인식하였으며

(Moon, 2004). 교육의 모든 활동은 뇌와 긴밀한 관계로 이루
어졌고 뇌 학습 방법을 소재로 하여 학습자의 교육 발달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 분야이다. 뇌를 이용한 교육은
먼저 단순하고객관적인지식을 기초로 하여 실습학습이 이

루어지면 뇌에의한 운영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어 뇌에 잠재

되어 있는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다(Sin, 2006). 뇌 학습의 일반적인 내용들은 인간의 뇌는
고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계속해서변화하는특성으로 경

험하는 삶의 모습에 따라 달라질 수있는 유연한 뇌의 원리, 
감정과정서의 영향을많이받는정서적 뇌의 원리, 뇌의 생
물적 특성인 시각, 후각, 청각 등의 감각적 자극의 원리로
학습에 영향을 주는 생태적 뇌의 원리, 기억용량 및 집중력
의 한도 주기를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제한적 자원의

뇌의 원리, 상호작용하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처리되어 경
험을 만드는 통합적 뇌의 원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Lee 
& Park, 2014). 뇌 학습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 영역들을 통
하여 교수자의 실습정도를 알아보고, 뇌를 이용한 학습능력
의 증가로 교육목표에 높게 도달하여교수자와학습자가 교

육적으로 가치있는 경험을 증가시켜교육을 개선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Kim, 2016). 

3. 연구방법

3.1. 조사 대상 및 방법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적 자료를 고찰하

였으며, 본 조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학교

의 조리전공 교수들을대상으로설문에 대한동기를 설명하

고, 설문 문항에 대한 내용과 설문의 목적 그리고 기입요령
을 설명하고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130부의 설문지를 회
수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한 총 117부를 분
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2. 구성 및 정의

본조사에사용된설문지는선행연구인뇌기반학습이론

에 기초한 특징과 효과를 분석하여 가능성을 탐구한 Moon 
(2004)과 뇌 기반 학습 교육 접근을 토대로 분석 개발하여
적용한 Kim(2016), Kim(2007)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설
문지를 개발하였고, 조리 교육 창의성 역량에 영향을 주는
뇌 학습 기법인 원활한 상호 작용과 목표 및구성검토, 응용
등의 유연한 원리인식 5문항, 환경 및 실용적 과정수업 및
결과 평가 등의 정서교육인 9문항, 신체활동 추진, 도구, 보
조자료 등의 생태적 수업방식 10문항, 집중적이고 긍정적인
학습의 제한적환경 3문항, 오감과 조리과학등의 통합적수
업방식요인 7문항에 관한 질문으로 Lee와 Park(2014)을 참조
하여 구성되었다. 설문지 항목에서 뇌 학습 만족도 및 인식
도는 리커트 5점 척도(5-point interval scale)를 사용하였다.

3.3. 통계 분석 방법

본 연구결과의 통계 분석 방법을 SPSS 21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교
육대상, 교육경력 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값과 표준 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교수자의 수업교육 방법의 만족도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paired sample t-test)하
였으며 뇌 학습 조리교육에 영향을 주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항목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항목들의 신뢰성을 검사하였

다. 요인 추출은 추출결과에 대해 Varimax 회전을 통해 각
요인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었다. 같은 속성들로 묶
여진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Cronbach’α 
값을 구하고 요인의 추출기준은 아이겐 값 1이상 기준을 적
용하였다. 뇌 학습 항목과 조리교육 방법 요인의 영향 관계
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뇌학습원리에기초한조리교육을위한학습에 영향을 주

는 유연한 뇌의 원리, 정서를 고려한 고육, 생태적, 제한적
환경, 통합적 학습 활동 위한 연구개발 설문조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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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
다. 응답자중 남자가 71.3%, 여자가 28.2%로 나타났다.  연령
은 50～60세 미만이 2.6%, 30세 미만이 6.8%, 40～50세 미만
이 44.4%, 40세 미만이 46.2%로 30대, 40대, 20대, 50대 순으
로 조리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중 교육경력을 살
펴 보았을 때 10년 미만이 41%, 5년 미만이 35%, 15년 미만
이 19.7%, 20년 미만이 2.6%, 25년 미만이 1.7%로 나타나 조
사대상자대부분이 76%인 10년 미만의 경력을가지고조사
에 응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조사대상자는 전학년을 대상
으로 61.5%가 골고루 교육을 행하고 있었으며 1～2학년이
10.3%, 고학년인 3～4학년을 지도하는 경우는 28.2%이었다.  
이들중기능사과목을교육하는경우는 기능사과목을 9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General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Female

84

33

71.3

28.2

Age(yrs)

< 30

31 < 40

41 < 50

51 < 60

 8

54

52

 3

6.8

46.2

44.4

2.6

Education 
students 

Lower grade (first or second year)

Upper grade (third or fourth year)

Whole class 

12

33

72

10.3

28.2

61.5

Career of 
education 

< 5

< 10

< 15

< 20

< 25

41

48

23

 3

 2

35.0

41.0

19.7

2.6

1.7

< 90

< 60

< 30

< 0

18

36

45

18

15.4

30.8

38.5

15.4

Residential
area

Seoul & Gyeonggi-do 

Gyeongsang-do

Kangwon-do

Jeolla-do

Chungcheong-do

59

24

 6

21

 7

50.4

20.5

5.1

17.9

6.0

Total 100.0

이상을 가르친다고 대답하는 경우는 18명, 기능사과목 60%
이상은 36명(30.8%), 기능사과목 30% 이상은 45명(38.5%), 
기능사 과목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고대답한 경우는 18명
(15.4%)로 기능사과목을 대부분을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지역 59명(50.4%), 경상도 24명(30.5%), 강원도 6명(7.7%), 전
라도 21명(17.9%), 충청도 7명(6.0%)순이었다. 

4.2. 신뢰도 분석

본연구는문항간에어느정도일관성을갖는지를측정하

는 방법으로 Cronbach’α값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구하고 이
평균치를산출하여계수값을구하였다. 일반적으로α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Fornell 
& Larcker, 1981). 인구통계학적인문항을제외한 41개의문항
간의α계수가 .928로높은신뢰도를나타내었다. 또한 5영역신
뢰도검사한결과, 유연한뇌의교육은 Cronbach’α .729, 정서
를 고려한 교육부분은 .797, 생태적 교육부분 .748, 제한적
환경부분 .720, 통합적 활동 부분 .711로 Cronbach’α는모두
기준치 0.7 이상을 나타내어 문항 간 신뢰성이 있었다.

4.3. 유연한 뇌 기반 학습

뇌학습에서유연한뇌의원리는고정되어있지않으며, 학습
자가경험한삶에서변화하는특징이있는것으로경험과환

경의영향으로변화할수있으며, 새로운학습방법등의다양
한변화의방법을제시하면유연하게뇌의기능과구조가긍

정적으로변할수있다는것이다. 이과정에서 ‘스스로’ 하는
유연한움직임이있어야하고, 만약그런기회가없어지면다
음단계인 ‘인지학습’ 과상호작용이일어나지않아뇌학습
이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Table 2에서 경험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유연한 뇌에 대한 교수자의 수업방법을회귀분

석 결과, R2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약 35.1%를 설명하고
있으며, Durbin-Watson 1.971로 나타나 독립성이 충족되었으
며 F값은 12.027유의확률은 .000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
하다고할수있다. 베타값을살펴본결과, 교수자들은오늘
의 수업목표와 결과에 대한설명, 지난시간배운 내용에 대
한정리및복습, 실생활속의요리제품들과학습할요리제품
에대한설명을하고는있으나 ,수업시간의인사나가르칠요
리제품의개념과기능을설명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뇌
도자극을많이주면변한다는뇌가소성의원칙에따라나무

에서 새싹이 생기듯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뇌

학습에의해변하는것이다. 서로간의인사하는것은함께해
서 행복하다는 것과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수업을시작하

는 의미인 것인데, 교수자들이 조리교육에서 인사하지 않는
것이 44.4%인결과를나타내고있었다. 인사를할경우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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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t-value B β t p VIF Cronbach’α

Greeting for smooth interaction 3.60±0.89*** -.112 -.147 -1.684 .095 1.296

.729

Instruction goal description 3.74±0.74*** .251 .275 3.033 .003 1.407

Review and organize what you learned 3.73±0.93*** .189 .259 2.740 .007 1.529

Conceptual and functional description 3.89±0.81*** -.017 -.020 -.211 .833 1.504

Application product description 3.82±0.75*** .271 .302 3.050 .003 1.672

R2=0.351, Durbin-Watson=1.971, F-value=12.027, p-value=0.000

* p<0.05, ** p<0.01, *** p<0.001.

Table 2. Plasticity brain-based learning principles

인지를 식별하는데, 이것은 조리교육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자료를 빨리 파악하는데 매우 필요한 사항으로 식별능력이

키워지면서실수를줄여시간과노력을절약할수있는방법

이다. Jin(2012)은학습능력발전을위해서는공동체의식이있
어야한다고했으며, Chul(2006)도교수자와학습자의인간관
계형성이학업성취도에서긍정적인상관관계가있음을밝혔

다. 교실붕괴현상이있는시점에요구하는것은인간관계형
성인 만큼 상호작용을 위한 단계인 원활한 인사과정을거치

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수업의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

이도움이된다. 학습자가몰입할수있는학습목표를인지하
게되면 학습에흥미와관심을가지게 된다(Csikszentmihalyi, 
1990). 인지적 기능과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려 우선순위를
준다고했을때처음목표를설정하는것이먼저인데, 목표를
인지한다는 것은 그목표대로 해나가는 것이 스스로 계획대

로진행된다는즐거움이며, 오늘목표가꼭이루어질수있음
을확신하는단계이다. 뇌세포는서로그물처럼연결되어있
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습을 할 경우, 연결은 강화된다고 볼
수있다. 새로운것을배우면서로연결이강화되어학습으로
이어지며, 고차원적판단을가능하게끔뇌기능분야가더뛰
어 나게 작용한다. 학습목표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게 제시
하면 학습자는 학습을 즐겁게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교수자들은전번수업시간의복습으로현재의수업과

연결시키는 경우 58.9%로 나타났다. 또한 조리교육과 상호
연결능력의 개념 또한 유연성과 상관이 있으며, 90.5%의 상
당수가 가르칠 조리제품의 개념과 기능을 정의하고 있었다. 
요사이는 TV 프로그램을통해요리가상당히소개되고있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과정을 알 수 있으며, 시각 자료
등의부가적인활용하였을때또는학습제품을생활속의요

리제품과연관을지어설명하였을때학습자에게효과적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4.4. 정서적 뇌 기반 학습

뇌 학습은 인지학, 신경학, 교육학 등의 연구 성과를 교육

에 접목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

정서적 상태는 학습자 자신의 최적학습상태를 조절하여

학습력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조리교육에서 정서적 교육
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이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다른
사람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감인 것이다. 조별 수업
은 성공적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협동하여 개인과 전체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학습원들 구

성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로 하여금
독창적 사고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며, 있는 방법으로 창의력과 협동심을 의미하는 수업
방법이다(Woo, Lee, & Kim. 2009). 즉, 다양한 조별로 형성
되어 서로 피드백을 주며 상호 협력 하에 정서를 공감하며

학습에 몰입되는 것이다. 긍정적 정서는 뇌의 특성에 비추
어 볼 때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Jensen, 2008). 또한 이를 통해 산업현
장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

이다. 
Table 3에서 정서를 고려한 뇌에 대한 수업방법을 회귀분

석한 결과, R2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약 80.8%를 설명하
고 있으며 Durbin-Watson 2.126으로 나타나 독립성이 충족되
었으며, F값은 50.054, 유의확률은 .000로 나타나 회귀모형
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1에서 베타 값을 살펴본
결과, 적절한 실습실 환경과 요리제품 완성을 통한 피드백
이 있으며, 공동시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드백은 학습효율을 증가시켜 학습향상과 사회성 발달

을 시킬 수 있으며,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결과에 대
한 판단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학습내용 확인과 수
정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 교수자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학
습자의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창의성과

연결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교수자는 피드백을 통한 학습자
와 상호작용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교수개선의 효과도 볼

수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Nicole, & Macfara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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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t-value B β t p VIF Cronbach’α

Clean and tranquil environment 3.87±0.76*** .799 .893 17.153 .000 1.510

.797

Show finished products 3.87±0.72*** .031 .033 .566 .572 1.869

Practical course is important. 3.82±0.78*** -.012 -.014 -.256 .798 1.663

Practical class outcomes are important. 4.02±0.83*** .084 .103 1.853 .067 1.727

Assessing the learning process 3.76±0.89*** -.023 -.030 -.578 .565 1.544

Summary of the main points 3.79±0.91*** -.041 -.055 -.863 .390 2.226

Class is linked with personal development 3.79±0.82*** -.087 -.106 -1.956 .053 1.634

Competition within team 3.87±0.79*** -.012 -.014 -.298 .766 1.265

Food taste evaluation 4.02±0.70*** .079 .082 1.571 .119 1.511

R2=0.808, Durbin-Watson=2.126, F-value=50.054  p-value=0.000

* p<0.05, ** p<0.01, *** p<0.001.

Table 3. Emotional brain-based learning principles

4.5. 생태적 뇌 기반 학습

생태적뇌의원리는인간의생물학적특성을강조한것으

로학습에유리한물리적환경, 정서적, 인지적으로풍요로운
환경을제공받았을때최적의기능을발휘한다는것이다(Lee 
& Park, 2014). 생태적학습은뇌기능발달의내용을포함하고
있으며수업방법을회귀분석한결과, Table 4에서약 42.6%를
설명하고있으며 Durbin-Watson 1.954로나타나독립성이충
족되었으며, F값은 7.881, 유의확률은 .000로 나타나 회귀모
형이적합하다고할수있다. 베타값을살펴본결과, 자유로운
수업분위기 속에서 관련 수업에 대한 질문과 문제 중심학습

으로 활발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중 청각적 자료

Dependent t-value B β t p VIF Cronbach’α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cooking ingredients 3.59±0.74*** -.075 -.082 -.766 .446 2.120

.748

Number of driving force to use physical activity force 3.64±0.77*** .315 .357 2.817 .006 2.969

Use special visual tools 3.69±0.86*** -.135 -.169 -1.631 .106 1.989

Form-free classes 3.72±0.79*** .224 .259 2.899 .005 1.470

Use music to teach 3.41±1.15*** -.102 -.172 -2.036 .044 1.322

Distribute secondary materials 3.79±0.82*** -.121 -.147 -1.514 .133 1.732

Problem-based learning 3.82±0.78*** .658 .758 7.931 .000 1.687

Opportunity for voluntary inquiry class 3.77±0.84*** -.338 -.414 -3.013 .003 3.496

Questions about the lessons 3.82±0.87*** .233 .300 2.713 .008 2.262

Practical report writing 3.59±0.84*** -.171 -.212 -2.065 .041 1.945

R2=0.426, Durbin-Watson=1.954, F-value=7.881, p-value=0.000

* p<0.05, ** p<0.01, *** p<0.001.

Table 4. Emotional brain-based learning principles 

나실습일지작성, 유인물을배포하는경향이적었으며, 재료
에 대한 특이성 설명과, 도구나 기구에 대한 시각적 활동에
대한설명, 스스로탐구하는수업방향의진행도낮게나타났
다. 탐구활동이라는것은학습자가다른조별그룹과의비교
를통한탐구라고할수있으며다양한요소를이해하는긍정

적인영향이있다(Jeong, Park, & Cheong, 2007). 스스로탐구
하는 수업방법은 학습자에게 조리과학적 지식을 전수할 수

있으며, 이는탐구수업을가치있게여기는교수자에의해실
천될 수 있는 것으로 조리를 체계적인 수업방식으로접근하

여 다양한 독창적 조리응용이 가능하도록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학습시유인물을활용하면자기주도적학습능력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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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며,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유대관계가 강화되며
폭넓은 사고가 형성된다고 하였다(Ko, 2015). 

4.6. 제한적 자원의 뇌기반 학습

사람의 뇌는 집중력, 기억용량 등과 같은 자원이 무한적
이 아니라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전한환경인 정서와 감정의

동요가 없는 제한적 자원에서 학습을집중력 있게 사용하고

자 하면 뇌의 각 부분이 최적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Kim, 
2010; Jensen, 2008).
제한적 자원을 고려한 뇌에 대한 수업방법은 Table 5에서

약 6%를 설명하고 있으며 Durbin-Watson 2.002로 나타나 독
립성이 충족되었으며 F값은 2.775, 유의확률은 .05로 나타나
모형이적합하다고 할수 있다. 베타 값을살펴본 결과 교수
자 중심의 일방적 수업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이중심이 되어

흥미와 동기를 통한 학습 몰입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인 수

업을 통한 핵심지식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성취가 되어야 하

며,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분위기에 정서적으로 몰두하여
수업에 집중하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가질 수 있도

록 질문과 격려의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현장실기수업내용들을 자신의 삶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적 지식과 실제 기능 학습 등을 통한 다양화

Dependent t-value B β t p VIF Cronbach’α

Positive learning atmosphere 3.92±0.77 .009 .010 .100 .000 1.277

0.720Intensive and concise instruction in class 3.97±0.77 -.149 -.168 -1.467 .920 1.598

Various and elaborated lessons 3.92±0.77 ** .279 .315 2.809 .145 1.523

R2=0.069, Durbin-Watson=2.002, F-value=2.775, p-value=0.045

* p<0.05, ** p<0.01, *** p<0.001.

Table 5. Brain with limited resources brain-based learning principles

Dependent t-value B β t p VIF Cronbach’α

Current status of students 3.69±0.82*** .037 .045 .399 .691 1.906

.711

Review the lessons learned in the last lesson 3.67±0.97*** -.100 -.136 -1.254 .213 1.741

Apply a variety of materials 3.87±0.97* .173 .246 2.331 .022 1.657

Description of episodes during class 3.92±0.86 -.035 -.045 -.456 .649 1.438

Teaching by team 3.77±0.86 .069 .088 .907 .367 1.387

Lessons are group activities of close friends 3.72±0.91 .068 .090 .975 .332 1.276

Classes are individual accomplishments 3.64±0.70*** .358 .369 4.107 .000 1.201

R2=0.267, Durbin-Watson=2.216, F-value=5.677, p-value=.000

* p<0.05, ** p<0.01, *** p<0.001.

Table 6. Integrated brain-based learning principles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4.7. 통합적 자원의 뇌 기반 학습

통합적 뇌는 감정과 인지뿐만 아니라 정서, 언어, 사회성, 
신체 등과 연결되어 균형적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는 것이다

(Lee, & Park, 2014). 즉, 움직임이나 오감 등의 원리가 실현
되면통합의원리로이어져서교육에대한실천적접근이쉬

워진다라고 할 수 있고, 감정과 인지를 발달한다는 것은 정
서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인 원리로 균형적성장과 발달이

같이 이루어진다고볼수있다(Kang, Kim, & Chung, 2015). 통합
적 자원을 고려한 뇌에 대한 수업방법을 분석한 결과, Table 
6에서약 26.7%를설명하고있으며, Durbin-Watson 2.126로 나
타나 독립성이 충족되었으며 F값은 5.677, 유의확률은 .000
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베타 값을 살펴본
결과, 교수자는 학습자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재료의 다
양성을 설명하며 서로친밀한 학습자의 조별수업을 진행하

고 있으며, 학생들의 개개인의 개별적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복습이나 에피소드 관련 수업의 진행도는
낮다고 볼 수있다. 조리과 교수자는 조리 분야에서조리관
련 전공자로 다양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실기에 관한 많

은 에피소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에피소드 수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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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t-value B β t p VIF Cronbach’α

Classroom time to achieve class goals 3.85±0.87 .007 .009 .069 .945 2.160

Explain the ambiguous class contents 3.79±0.89 .088 .115 .943 .348 1.932

Explain cooking science 3.82±0.88 .002 .002 .018 .985 2.377

Create stress-free classes 3.67±0.89 .193 .253 1.950 .054 2.186

Class progress using the five senses 3.72±0.79 -.088 -.102 -.783 .435 2.213

Practical class demonstration 3.85±0.84 -.023 -.028 -.257 .798 1.582

Reflect team members feedback 3.87±0.97 .209 .297 2.687 .008 1.590

R2=0.161, Durbin-Watson=1.845, F-value=2.991**, p-value=0.007

* p<0.05, ** p<0.01, *** p<0.001.

Table 7. Using the learning principles based on brain to culinary

조리전문가의 몰입 수업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조리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학습자에게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리의 다양한 측면을이해하게 되고좀 더 가까
이 조리전문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4.8. 뇌 학습에 대한 진행 수업 분석

뇌 학습에 대한 진행 수업방법을 회귀 분석한 결과, Table 
7에서 약 16.1%를 설명하고 있으며, Durbin-Watson 1.845로
나타나독립성이충족되었으며 F값은 2.991, 유의확률은 .007
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베타 값을 살펴본 결과
교수자는 스트레스 없는 수업환경에서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을 설명과 더불어 조리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별 학습자의 의견이 있게끔 수업을 진행 반영하고 있었

다. 실기수업은 많은 수의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지도가 어려운 실정

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시연수업은

멀티미디어 수업방식으로 경험의 교육적 효과로 볼 수 있

는데, 교수자가 실습목표와 과정을 직접 시연한 다음 학습
자가 개별 실습수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습자에게 체계적

으로 이해하도록 촉진한다. 하지만 시연수업은 교수자가
수업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

다. 준비가 많이 요구되어지는 수업방식이지만, 시청각을
활용한 수업방식이라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

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표현화의 상호작용이 가

능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시연수업은
교수자가 실기 과정을 직접 시연을 통해 학습자가 반복학

습이 되기도 하는 장점이 있다. 
Table 8은 뇌 학습을 위주로 조리발전을 위한 교육문항

23개를 요인 분석 후 추출기준은 아이겐값 1이상 기준을 적
용하였으며, .40 이상의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묶어명명하였으며 제 1요인은 교수자가 학생들에게목표도
달, 수업내용 질문, 자발적 학습 및 제품평가, 과학적 조리
설명, 학습자 정서파악, 명확한 설명, 학습자 성취도 파악, 
관련재료의 다양한 설명, 오감 등의 수업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전공개발’로 명명하였다.
제 2요인으로는 교수시연후 수업진행, 팀원의 의견반영, 

시각자료 이용, 신체활동, 개인 학습발전의 문항이 묶여 ‘개
인역량개발’로 명명하였으며 완제품 경험, 생활 속 요리접
목, 복습, 개념과 기능, 집중 수업의 문항이 묶여 3요인으로
‘응용개발’로 명명하였다. 제 4요인으로는 수업의 정교화 및
다양화, 에피소드 수업, 학습자의 수업상태파악 문항이묶여
‘다양성개발’로 명명하였다. 각 영역의 신뢰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Cronbach's α값을 구하여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0.916으로 나타났다

Table 7에서의 뇌학습을 위주로 조리교육 요인이 학년의
개발 요구도 형태에미치는 영향성을 Table 9와같이 나타났
다. 1～2저학년은 조리전공, 개인역량, 다양성 개발은 낮게
나타났으며 응용력 개발은 다른요인에 비해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학년은 응용력 개발 요인이 전공역량, 
개인역량, 다양성 역량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4.7%로
설명력은 낮은 경향이었다. 아마도저학년이 조리전공, 개인
역량, 다양성 개발부분에서 낮게 나타난 것은 저학년에서
교양수업과 기능사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전
학년 대상으로 조리수업은 전공개발, 응용력개발, 다양성개
발, 개인역량개발요인 순으로 조리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공개발요인의 B값이 .655로 다른 요인에
비해 더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11.8%의 설명력
을 나타내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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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actor analysis on the development of culinary arts education

Contents Development of 
competency 

Development of 
personal

Development of 
application 

Development of 
diversity

Explain the ambiguous class contents .822

Ask questions about the lessons .742

Opportunity for voluntary inquiry class .728

Create stress-free classes .654

Explain cooking science .635

Assessing the learning process .601

Explain the ambiguous class contents .598

Classroom time to achieve class goals .584

Apply a variety of materials .485

Class progress using the five senses .480

Practical class demonstration .751

Reflect team members feedback .744

Use special visual tools .737

Number of driving force to use physical activity force .665

Class is linked with personal development .537

Show finished products .781

Application product description .716

Review and organize what you learned .686

Conceptual and functional description .684

Intensive and concise instruction in class .522

Various and elaborated lessons .789

Description of episodes during class .711

Current status of students .679

Eigen value
Dispersion rate(%)

8,361
36.351

2,395
10.411

2,204
9.582

1,551
6.744

Cronbach's α=.916

5. 요약 및 결론

조리교육은 조리법을 전수하거나 자격증취득을 위한 직

업학원, 직업훈련원, 직업인양성소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자 자신이 좋아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학습
자들이 좋아하는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수업방법으로 뇌 학습과 연계하여 학습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리교육에 대
한 교수자의 교육활동과 뇌 학습 교육의 인식적 의미를 통

해 조리교육효과를 증대시키고자 기존 조리교육의 접근방

법에서 새로운 뇌 학습 교육이론의 접근으로교수 학습전략

을 제시하고자 한다.
뇌 작용원리를 보면 뇌는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 가능한

가소성이있기 때문에정보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무한한 창조성을 가지게 된다. 즉, 뇌 학습 원리는 학습에서
의 인지와 정서, 신체의 상호 작용 등을통해최상의 학습을
위한요소 등을 제공하면창의, 융합 및소통역량을갖춘인
재로 나타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 조리교육에서 진행한 교수법과 조리교

육을 개발한 전략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뇌 학습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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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ffect of culinary arts education factors on the courses required by each grade

Dependence Independence B Beta t-value

First～second grader

Constant .496  3.637***

Development of competency -.313 -.211 -2.290*

Development of personal -.017 -.011 -.124

Development of application .047 .032   .347

Development of diversity -.029 -.019 -.210

R2=.046, F=1356

Third～fourth grader

Constant 1.410  6.938***

Development of competency -.404 -.179 -1.979

Development of personal -.042 -.019 -.207

Development of application -.438 -.194 -2.145*

Development of diversity -.286 -.127 -1.402

R2=.086, F=2.632*

First～fourth grader

Constant 3.162 14.779***

Development of competency  .655 .271  3.48**

Development of personal  .089 .037   .412

Development of application  .377 .156  1754

Development of diversity  .332 .137  1.543

R2=.118, F=3.730**

* p<.05,  ** p<.01, *** p<.001.

로운 학습방법의 변형을통해 스스로유연하게움직여 학습

능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학습내용과 학습목표를 인지시키
고, 수업 연결을 통한 수업내용의 증진을 행하고 있었으나, 
조리수업 시 재료의 정의와 기능적 의미는 부여하고 있지는

않았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인간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사 관계를 거치고, 
유연한 환경에서 변화 가능한 수업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타

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위한 학습방법이다. 교수자가 학
습자 결과물의 평가를 행한다는 것은 뇌 학습자 측면에서

자기성찰의 시간도 가지면서 사고능력을 높여주기에 창의

성도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며, 또한 학습자는 교수자와의
상호작용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기에 정서적 뇌 학습법

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생태적 뇌 학습법은 풍요로운
환경에서 최적의 뇌기능이 활발하게 발달한다는 것으로 시

각적 활용도구 등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자유로운 수업분위기 속에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며 실습일지 작성, 교재 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
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학습자의 학습 환경의 범위를 넓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실

제 수업현장에서 학습자 본인의실생활 조리와 연계되는 지

식과 기능 등을 통하여 흥미와 동기가 학습에 묻어나게 학

습의 다양화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뇌학습기반을위주로조리교육발전을위하여 요인분석

의 1요인은 목표도달, 수업내용 질문, 자발적 학습 및 제품
평가, 과학적 조리 설명, 학습자 정서파악, 명확한 설명, 학
습자 성취도 파악, 관련재료의 다양한 설명, 오감 등의 수업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전공개발’, 2요인으로는 교수시연 후
수업진행, 팀원의 의견 반영, 시각자료 이용, 신체활동, 개인
학습발전의 문항이 묶여 ‘개인역량개발’, 3요인은 완제품경
험, 생활 속 요리접목, 복습, 개념과 기능, 집중수업의 문항
으로 ‘응용개발’, 제 4요인으로는 수업의 정교화 및 다양화, 
에피소드수업, 학습자의 수업상태파악 문항이 묶여 ‘다양성
개발’로 되었다. 저학년은 조리전공, 개인역량, 다양성 개발
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저학년에서 교양수업과 기능사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전 학년 대상으로 조
리교육수업은 전공개발, 응용력개발, 다양성개발, 개인역량
개발요인 순으로 조리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교육은 오감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업으로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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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느끼는 수업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
습자들은 스트레스 없는 수업으로 인지하는 환경에서 학생

들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은 조리원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연수업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표현화와
교수자의 시연을 통해 또 다른 제품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

기 때문에 창의성이 높아지는 수업이라 할 수 있어 학습자

의 특성인 능력, 지식, 경험을 반영하기에 좋은 수업방법이
라 할 수있다. 본 연구는 조리교육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고
뇌 학습과 연계한 조리교육방법을 살펴 교수자와 뇌 학습

이론을 통해 조리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길

러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조리교과수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 조리교육이뇌학습과연계한교육에서중요하게다루
어져야 하는 요소라는 전제하에 뇌 학습 조리 교육을 바라

보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있다. 조리학습이 뇌학습의 과학
적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조리교육문제

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뇌 학습 조리 교
육에 대한 평가적용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뇌 학습조

리 교육의 실제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리 교육을 통
해전문성을지닌전문가로서시대가요구하는창의적자질을

가진 조리전문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들은뇌 학습의 조리교육으로 창의적인재 역량을

명료화하고 요인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인 조리교
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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