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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

대학과 직업훈련기관 역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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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성과를 분석하고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수행하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을 제언하는데 있다. 훈련과 취업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사
업(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 이하

'4차

산업훈련')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

2017

2018년 4

차 산업훈련을 실시한 28개 교육훈련기관의 훈련자료(79개 과정, 1,772명 훈련생)로, 분석방법은 Logic
Model을 적용하여 단기성과(수료율, 만족도, 성취도, 프로그램 차별화)와 중기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를 분석하였다.
결론은 첫째, 4차 산업훈련의 전체 수료율은 77.2%이며,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수료율은 유사하다.
둘째, 훈련서비스품질(3.95)과 훈련만족도(4.03)는 높지만, 고용가능성(3.6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학
과 직업훈련기관은 훈련서비스품질의 일부 하위요인(취업지원, 행정지원)만 직업훈련기관이 더 높고,
그 외는 유사하다. 셋째, 성취도는 2017년 82.92점, 2018년 77.49점으로, 기관유형별로 대학에서 참여
한 훈련생의 성취도가 더 높지만, 비교 과정수가 적어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우수
과정 차별성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맞게 훈련교과와 프로젝트 내용을 연계하여 협약기업 참여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및 취업 지원이 원활하고, 우수 훈련생 선발 및 중도탈락 방지 등 체계적인 훈련생 관리
가 이루어지며, 우수한 교강사를 통해 고숙련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일수록 양질의 모
집자원과 다양한 학과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함으로써 난이도 있는 훈련을 실시한 반면, 직업훈련기
관일수록 훈련생 선발·상담·관리·취업지원·사후관리 등 훈련생 관리의 체계성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취
업률이 65%, 고용유지율이 72.9%, 임금수준이 217만원으로, 대학에 비해 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이 더
높고, 고용유지율은 유사하지만, 임금수준은 대학이 더 높았다.
제언으로 대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훈련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을 잇는
가교역할, 학사운영에서 발굴한 Best Practice를 직업훈련시장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기관은
산학협력을 더 강화하고, 다른 직업훈련기관 및 대학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창의적인 융합과정을 개
발·운영하며, 소그룹 단계별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재직자가 미래사회의 역량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상훈련과 경력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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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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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 혁명을 기반으로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혁신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지형과 고용구조 및 국민의
삶 등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유발하고, 성공적 대응 여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
된다. 독일, 미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지능화·융합
화를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공통적인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4차산
업혁명위원회, 2017). ATD 2018에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수 인력양성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창의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인
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험과 실천, 의사소통, 학습전이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훈련방법을 통
한 역량개발을 강조하였다(정예슬, 2018; 최성호·장경원, 2018). ATD 2019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영역 간의 연결과 사람 간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강조되었으며, 4차 산업혁
명으로 고차원의 연결, 공유, 협업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학문과 산업의 모든 분야가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찬, 2019). 이는 기
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의 방식과 내용 및 역할 등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및 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관한 교육훈련 혁신과 인재육성 정책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업과 개인의 교육훈련 수요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빠르게
전환되는 기술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재직자들의 업무 수행과 향상을 위한 지속적은 학습활
동이 요구되고, 개인은 디지털 변화에 따른 신기술 등장과 확산에 따라 취업과 자기계발을 위해
융복합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0a).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과 직업훈련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14개 부처에서 55개 세부사업이(3,345억원) 추진되
었고, 2020년에는 66개 세부사업이(5,983억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용노동부·직
업능력심사평가원, 2020).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합동, 2020)에 따라
사람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더욱

래
목표하고
있기에,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은 더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과 직업훈련 사업이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움직이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 투자가 시급하지만 민간기관은 대규모 초기비용과 미래 불확
실성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장비 투자를 망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2016)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함으로
써, 2017년부터 고급·융합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착수하였다. 고
용노동부는 폴리텍 대학을 Test-bed로 하여 공공부문이 미래 유망분야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성
과가 높은 우수 훈련과정은 민간에 신속하게 보급하고, 민간의 역량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2조 3,000억을 들여 미 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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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실시되는 훈련은 2017년 150억으로 시작하여, 2018년 197억원, 2019년 219억원, 2020년 260억원

b

규모
는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맡고 있는 전체 사업을 보더라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처별로 디지털 신기술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착수한 시점은 조금
씩 다르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 2～3년 이상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
육훈련을 실시해 왔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훈련의 혁신과 인재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실시해 온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보고, 효과성이
있는지 점검과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다양한 개별 프로그
램을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IPO모형(강경종·주인중·전승환·이
한별·전성준, 2016, 최동선·이민욱·김기용, 2017)과 Logic Model이찬·정철영·최영준·문예원, 2012;
Schacter, 2002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Logic Model은 사업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결과를 초기, 중기, 장기로 구분함으로써 다른 평가모형에 비해 보다 중장
기적으로 접근하였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의 성과를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
료율과 만족도, 학업성취도 등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훈련이 종료된 이후의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 및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기여도까지 고려하여 Logic Model로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으로 지속적인 확대되었다(고용노동부, 2020 ).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과 직업훈련

것이다.

근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의 성과를 분석하고 유
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른 부처에 비해 교육훈련 실시상황과 취업 자료 등이 체계적
이 연구는 최

으로 관리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을 선정하여 성과

석

L

분 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훈련 사업을 ogic
로 구분하고,

Model에 따라 단기 훈련실적과 중장기 훈련성과

단기적인 훈련실적 관점에서 본 훈련사업 내에서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실적

을 비교하고, 중장기적 훈련성과 관점에서 본 훈련사업의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성과를 비

또한 유사한 실업자훈련들과도 훈련실적과 성과를 비교하여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유
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을 제언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목표(연구문
제)는 첫째, 본 훈련사업을 실시한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실적(수료율) 차이를 구명하였다.
둘째,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 만족도 차이를 구명하였다. 셋째,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 학업성취도 차이를 구명하였다. 넷째, 의미연결망을 통해 우수 훈련과정의 차별성을 확인
하고, 내용분석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과정과 직업훈련기관의 우수 및 미흡한 훈련과정의 특성
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본 훈련사업을 실시한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성과(취업률, 고용유
지율, 임금수준) 차이를 구명하였다. 또한, 보다 폭넓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훈련사업
과 유사한 실업자훈련의 성과 자료도 확보하여 연구목표별로 훈련실적(수료율, 만족도, 성취도)
과 노동시장 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수준)를 추가적으로 비교하였다.
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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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현황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앙

청

우리나라 중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력양성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20개 부·처· 에서

규

106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전체 예산 모는 2조 1,956억원으로 조사되고 있다(직업능력심사평

규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총 16
개 사업과 1조7천억 이상을 관장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예산이 가장 많은
데, 그 이유는 첫째, 사회보험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제도 하에서 구직자와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
력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사업 등을 실시하는 고용보험기금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외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청년 및 구직자, 취약계층 등이 고용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안
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등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
다. 둘째, 2002년 제정되어 2003년부터 시행되었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은 인적자원개발의 주체
를 각 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으로 지정하고, 소관분야에 대한 인
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지만, 부처별로 동일·유사 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10년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
리사업의 효율화가 추진되었다. 일자리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 부처별 인력양성 및 직업훈
련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해 다른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들이 고용노동부의 직업훈
련 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2011년부터 인력양성 사업의 이관작업이 실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0).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의 당사자인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사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개편하기 위해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정비가 이루어졌고, 일자리사업 중 인력양성과 직업훈
련 사업은 고용노동부 관장 사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더 확대된 것이다.
가원, 2019a). 인력양성 사업 예산 모의 80

<표 1> 2019년

부처
고용부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여가부
부
문체부
국교부

농림

사업 수
16
14
2
14
11
2
7
12
3

중앙정부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현황

예산
1,744,579 (79.46)
115,766 (5.27)
108,787 (4.95)
96,365 (4.39)
34,857 (1.59)
21,719 (0.99)
20,983 (0.96)
15,593 (0.71)
7,870 (0.36)

부처

보훈처
보건부
해수부
산림청
식약처
환경부
특허청
방사청
통일부

사업 수
2
4
4
3
2
1
2
1
1

단 백

예산 ( 위: 만원)
5,124 (0.23)
4,977 (0.23)
2,140 (0.10)
1,464 (0.07)
1,332 (0.06)
810 (0.04)
771 (0.04)
427 (0.02)
259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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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
6,629 (0.30)
계
106
2,195,611 (100)
진
2
5,159 (0.23)
조사대상: 1억원 이상 직업훈련사업, 다만 특성화대학과정 운영 및 대학·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D·
연구비·기자재·장학 등 지원사업 제 ,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및 지식 전 성 의 교육사업 제
출처: 직업능력심사평가원(2019a). 중 부처 직업훈련사업 실 조사 결과 고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
원.

농 청

금

앙

중 정부

외
앙

태

보

R&
외

달 격

단위에서 관장하고 있는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

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은 2019년 기준으로 55개 세
부사업 및 3,345억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인력양성 사업 중에 디지털 신기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

%

당

중은 27.2 에 해 된다. 2020년 기준으로는 새로운 사업들이 더 추가되어 66개 세부사업 및
5,983억원으로 더 확대되었다(고용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20).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

별 성장전략이 자본과 노동 중심에서 디지털과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조망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관계
부처의 협업을 통한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1년 예산은
9,266억원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2020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디지
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현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많은 사업과 예산을 관장하고 있고
(예산기준 38.5%), 다음으로 고용노동부(20.8%), 산업통상자원부(15%), 교육부(12.6%)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국가

<표 2> 2020년

부처
과학기술정 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복지부
산식 부
중소 처기업부
국 교통부
여성가 부
산
융위원회
문화체육관 부
행정 전부
진흥
계

보

보건
농림축 품
벤
토
족
림청
금
광
안
농촌 청

중앙부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현황

백

사업 수
예산 ( 만원)
4차 인재 양성, 데이터 전문인력양성 등 21개
230,514 (38.5)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9개 124,719 (20.8)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스
제조 고 인력양성 등 9개
89,890 (15.0)
치업 운영, 사회맞 형학과 중점형, 진학 선도형 등 5개
75,232 (12.6)
이
디
로 인재양성, 의 기기산업 전문인력양성 등 6개 24,934 (4.2)
스
년창업 육센터, 스
확산지원 등 3개
18,328 (3.1)
스
공장 전문인력양성, 스
제조 인력양성 등 4개
16,386 (2.7)
스
시 혁신인재육성, 공공분야
조종인력양성
6,060 (1.0)
여성경제활동 진지원 직업교육훈련
3,132 (0.5)
산 연구인력 교육훈련
2,100 (0.4)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융전문인력양성
2,930 (0.5)
실 형
창작자 양성
2,000 (0.3)
데이터 활용 년 인
운영
1,982 (0.3)
스
업전문가 육성
65 (0.0)
66개 사업
598,272 (100)

마트
급
매
춤
후
바 오메 컬 글 벌
료
마트팜 청
보
마트팜
마트
마트
마트 티
드론
촉
림
핀테크
금
감 콘텐츠
빅
청 턴십
마트농

※ 조사대상: 4차 산업혁명 20대 기술분야(중소벤체기업부, 2019) 및 바이오 등 총 21개를 디지털 신기술 분
야로 분류하고, 2020년 18개 부처의 예산서를 토대로 21개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조사, 일반과 디지털 신기술 훈련이 혼합된 사업은 21개 신기술 분야를 기준으로 관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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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훈련 예산만 산출함
※ 출처: 고용노동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2020).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참고자료. 세종: 고용노동부,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보

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이 핵심의제로 언급되면서 세계적 이목
이 집중되었고, 4차 산업혁명은 국내외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독일
2016년 다 스 세계경제

및 미국, 일본 등은 이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었고, 우

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훈련체계 구축을 발표하였다

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도 2016년 10

(고용노동부, 2016). 특히, 신산업 분야 훈련직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설

사업을 신 하고, 2017년부터 공공부문에서는

폴리텍 대학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의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를 통해 역량

집

있는 기관을 4차 산업혁명 선도기관으로 선정하고, 고용센터의 훈련 행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이 실시되었다.

‘

심사평가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실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이하 4차 산

’

극

업훈련 )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적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 분

편

야 실무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훈련 분야와 수준 및 교과 성, 훈련방법, 지원비용
등을

살펴보면, 4차 산업훈련은 창의적인 융복합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17년 5개 분야, 18년 8개 분야, 19년 9개 분야, 20년 11개 분야(4차 산업혁명 20대 전략분야와

바이오를 포함하여 11개 분야로 통합))의 5수준 이상 중고급 훈련이다. 협약기업 참여를 유도하
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인재 양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반 훈련과정과 달리 비
NCS 과정 설계를 허용하여 교과를 편성하되, 창의성과 복합적인 문제해결능력 및 소통·협력 등
을 함양할 수 있도록 30～50% 이상 프로젝트 기반 훈련이 실시된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협약
기업 연계 교과 운영 및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훈련지원금은 훈련비 기준단가의 300% 이내를
지원하는 상대적으로 훈련비가 높은 훈련 사업이다.
4차 산업훈련의 추진 절차는 선정심사를 통해 역량있는 기관과 과정이 선별되고, 훈련사업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훈련기관에서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이 실시
된다. 훈련실시 중에는 행정관리와 훈련품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성격의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훈련생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훈련종료 시점에 프로젝트 평가가 실시된다. 훈련
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훈련실적과 성과에 대
한 양적·질적 성과평가가(만족도, 수료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수준, 프로젝트평가)가 실시된
다.

살펴보면, 최근 3년(17～19년) 59개 기관에서 151개
과정이(3,035명) 실시되었다. 분야별로 빅데이터가 가장 많고(훈련인원 기준 37.4%), 다음으로 사
물인터넷(23.4%), 스마트제조(17.1%), 정보보안(8.7%), 실감형콘텐츠(8%), 핀테크(4.3%), 바이오
(0.8%), 무인이동체(0.3%) 순으로 실시되었다.
현재까지 실시된 4차 산업훈련의 현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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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7~19년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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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훈련 실시 현황

※ 출처: 직업능력심사평가원(2020a).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실시현황.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2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 선행연구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인공지능이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정신노동을 대체

함으로써 대량 실업과 일자리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최성호·장
경원, 2018; Degryse, 2016). 현재 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사회구조 변화를 예측하여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임
지선, 2017; 최성호·장경원; 2018).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 중 하나는 첨단·융합 기
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산업인력의 양성으로
(최성호·장경원; 2018),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인력양성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성호와 장경원(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본

칙

첫째, 산업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 독일처럼 산업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인재수요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 및 중장기적인 산업·업종, 직종 또는 역량에 대한 수요를 전망하고 효과적
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요전망 결과는 교육의 시간, 공간, 내용, 방법 등 모든
측면에 좌우하게 될 것이다. 셋째, 대학 등 공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이 결합하여 상호 보완
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넷째, 교육수요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다수
교육생을 집합시켜 진행한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식 교육훈련 방법으로는 전문성과 창의·융합능
력, 문제해결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보유한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기에, 참여형·프로젝트
형·현장밀착형 방법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홍윤미와 김진하(2017)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 일자리 지형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과학기
술인력에게 요구하는 직무역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과학기술인력이 핵
원 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심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모델(개인특성, 학습능력, 업무능력, 지식)을 개

발하였다. 그리고 핵심역량을 갖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 및 교육현장, 산업현장

언 각각 제시하였다. 첫째, 미래사회 과학기술인력에 필요한 역량의 방향성인

차원의 정책적 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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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개선과 교육방향 전환 등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현장
에서는 지식에 대한 습득과 더불어 ‘복합문제 해결능력’ 및 ‘소프트스킬’과 같은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존 학제시스템에서 벗어난 역량 키우기 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현장에서는 미래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방관자가 아닌 사회
적 책무 차원에서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 및 전환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용인력으로 하여금
미래사회 역량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방

강현주와 조대연(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

’
고 긴급한 정책과제로는 ‘신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내용과 교과를 개편
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과 ‘기존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 등 경력개발과 관리
에 초점을 두는 교육서비스의 체계 마련’이 꼽혔다. 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사회
수요 맞춤형 교육과 그에 따른 교육시스템 재구축,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이 지속적으로 중
요한 과제로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후자는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경력개발 및 전
환지원 정책으로 기존 인력들의 활용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즉, 미래사회를 대비한 고등교육 인
재양성과 현재 근로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인력 활용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도출하였는데, 최우선 정책방향은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으로 선정되었다. 가장 중요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편

김영미(2018)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대학의 교육방법 개선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능정보 중심으로 사
회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대학도 이를 수용하고 더욱 빠르게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신
기술 중심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융복합 및 공학 중심의 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의 대학교육 방식에서 사회수요 기반의 교육과정을 특화하고, 대학과 기업의 상생협의체를 운영
하며, 유연한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변화하여야 하며, 셋째, 과거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현장실습
이나 인턴십을 그대로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
한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의 변화에 대해

식이 필요하다.

각 산업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직업 환경의 특징 중 직업의 탄력성, 유동성의 개념을 강조한 연구(진
상기, 2017; 이민화, 2017)들은 평생직장의 개념이 아닌 기술환경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상기·이영준·김미리·이창재·상민경
(2018)은 미래사회의 전문인력 양성은 기존의 학교교육 외에 직업훈련 또는 산업현장 교육의 필
요성을 더욱 강조하며,「기계설비법」과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방
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체계적인 기술인력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시티에 가장 필요시 되는 핵심역량인 ‘복합문제 해결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제도가 전
문함을 지적하며, 2018년 제정된 「기계설계법」의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화하여, 스마트시티 운
영을 위해 요구되는 미래형 인재인 ‘복합문제 해결능력’을 겸비 산업현장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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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스포츠 산업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포츠과학기술융합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민규(2020)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포츠과학기술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해서는 전통적인 영역의 스포츠 원리에 충실하여(인지능력), 단순히 스포츠 산업에 과학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스포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문제 해결능
력을 통하여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전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융합적인 교육정책
목표의 재정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융합학문체계로의 변화와 스포츠 산업 특성을 고려한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력양성 정책과 방안을 종합해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폭넓은 접근으로 인력양성 정책과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대학과 직업훈련에서의 인력양성 방
안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술변화와 산업계 수요에 등에 탄력적으
로 반영하는 교육훈련시스템 개선과 교육훈련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역
할을 명확히 제시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이 결합한 상호보완적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최성호·장경원, 2018; 홍윤미·김진하, 2017). 둘째, 대학교육은 신기술 중심
의 인력양성을 위해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산업수요 기반의 교육과정을 특화할 뿐만 아
니라, 대학과 기업의 상생 협의체를 통해 유연한 학사관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김영미,
2018; 강현주·조대연, 2017). 셋째, 정규 학교교육 밖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훈련은 근로자가 미
래사회의 역량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과 경력개발 및 전환지원 정
책으로 기존 인력들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강현주·조대연, 2017; 진상기 외, 2018; 홍윤미·김진
하, 2017). 그리고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양성 방안은 산업계 수요
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학사개편 내지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토대로, 복합문제 해결능력을 겸
비한 인력양성이 필요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참여형·프로젝트형·현장밀착형 등 새로운
교육훈련방법이 요구된다(김민규, 2020; 김영미, 2018; 진상기 외, 2018; 최성호·장경원, 2018; 홍
윤미·김진하, 2017).
교육이

2.3 교육훈련 사업 성과분석 모형 선행연구

각 부처에서 2016∼2017년 사업 도입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2017∼2019년에 거쳐 신규 사업이 지속적으로 착수·수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분석
한 연구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
한 감사 및 관리 목적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률을 확인할 수 있는 언론보도 자료가 검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성과분석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훈련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혀 관련 선행연구에서 어떠한 성과분석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고
찰을 통해 본 연구에 맞는 성과분석 모형을 고안하고자 한다. 교육훈련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은 여러 가지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교육훈련 현장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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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학습성과 관점으로 학업성취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접근하기에,
Kirkpatrick(1998)의 4단계 평가모형 중 평가자료 수집이 가능한 단계까지를 고려하여 개별 프로
그램을 중심으로 성과 분석이 실시되었다. 현장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평가자료가 2단계까지
임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교육 참여자 만족도와 성취도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교육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권해수·김기헌, 2010: 김영숙, 2007; 박재
동, 2005; 송인선, 2009; 염명숙·김광복, 2009; 이정선, 2006; 이정훈, 2009; 정선정·임경화, 2018;
Rossett, 2007).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교육 참여자의 행동변화뿐만 아니라
상급자 등의 인사고과 평가자료 및 업무·조직·경영성과 기여도에 관한 인식변화 자료 등을 수집
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만족도와 성취도 및 현업적용도, 조직기여도의 수준과 차이, 관계 등을 밝
힌 연구도 수행되었다(김소영·홍성민, 2012; 오인경, 2000; 이성, 2001; 이홍재·이현철·차용진,
서는 교육의

2015).

면 각 교육기관들이 실시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평
가할 때는 평가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체제적인 과정지향적 관점의
Stufflebeam(1973)의 CIPP 평가모형(나승일·김강호·민상기·이민욱·장현진, 2007; 서우석·김진모·
전영욱, 2007; 임다미·강기호, 2020; 장혜정·강경종·전승환·이한별·김진수, 2015)과 체제적이고 포
괄적으로 전 과정의 맥락 속에서 각 단계별 결과지향적 관점으로 성과평가를 접근하는 Logic
Model(이찬·정철영·최영준·문예원, 2012) 및 IPO 모델(강경종·주인중·전승환·이한별·전성준,
2016, 최동선·이민욱·김기용, 2017)이 각각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과정지향적 관점의 CIPP 평가모
형을 적용하되, 산출단계를 보완하기 위해 결과지향적 관점의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모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혼합모형(김소영·이영민·최영섭·홍성민, 2011)을 적용한 사업 분석도 실시
반 ,

되었다.

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습성과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모
형이지만, 많은 연구가 평가자료 수집의 한계로 1·2단계인 만족도와 성취도 중심으로 성과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을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평가
할 때는 평가 목적에 따라 사업 활성화 내지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 체제적인 점
검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과정지향적 관점의 Stufflebeam의 CIPP 평가모형이 사용되었으며, 사
업 단계별 성과를 정량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성과관리 방안과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에서는 IPO
모형 또는 Logic Model이 사용되었다. IPO와 Logic Model은 투입-과정-산출-결과에 대해 단계
별로 성과를 진단하는 유사한 평가모형이지만, 사업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
하여 Logic Model은 사업의 결과를 초기, 중기, 장기로 구분함으로써 결과단계를 보다 중장기적
인 관점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한 개별 프로그램을 하
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단계에 따라 성과를 정량
적으로 분석하여 각 기관별로 성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기에 Logic Model을 사용하되, 학습성과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Kirkpatrick의 1～2단계 평가모형을 조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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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목적은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대학과 직업훈련
기관의 역할을 제언하는데 있다. 훈련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반적인 성과를 단
계별로 진단하는 Logic Model(이찬 외, 2012; Schacter, 2002)을 사용하되,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심의 평가모델(Kirkpatrick, 1998)을 조합하여 단기적인 양적 성과와 중기적인 질적 성과로 구분
하고, 디지털 신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단기적인
양적 성과(실적 포함)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훈련실시 상황에서 수치화 하거나 데이터화 할 수
있는 훈련결과를 산출평가(output evaluation)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훈련실적에 해당되는 수료
율, 훈련생 만족도, 학업성취도, 훈련프로그램 차별화 특성 분석을 실시하고, 본 훈련사업을 실시
하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중기적인 질적 성과는 훈련프로그램 종료 후 1
년 내외 발생하는 훈련결과에 대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성과평가(outcome evaluation) 관점으
로 접근하였다. 훈련프로그램이 종료 된 이후 고용시장에 미치는 훈련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취
업률과 고용유지율, 임금수준 분석을 실시하고,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표 3>

구분

연구설계

연구문제

∘훈련실적 : 수료율
훈련생 만족도 : 훈련서비스품질, 만족도,
단기적 ∘고용가능성
인식도
훈련성과
(실적) ∘훈련생 성취도 : 훈련이수자평가를 통한
학습성과
∘프로그램 차별화 : 자체 성과보고서 총평을
통한 우수·미흡과정 특성
중기적
∘고용시장 기여도 : 취업률, 유지율, 임금수준
훈련성과

근거
Logic Model(이찬 외, 2012; Schacter, 2002)의
산출평가
Logic Model의 결과평가(단기결과),
Kirkpatrick(1998) 1수준 반응평가
Logic Model의 결과평가(단기결과),
Kirkpatrick(1998) 2수준 학습평가
Logic Model의 산출평가
Logic Model의 결과평가(중기결과)
평가모형

3.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석

이 연구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사업의 성과를 분 하기 위하여 4차 산업훈련을 심사하고,

링 하며, 학습결과 내지는 훈련결과를 평가하는 등 심사평가 단계에서 수집
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기와 중기적인 훈련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을 산정할 수 있고, 취업하고 나서 6개월 이내 고용유지율 등을
운영 상황을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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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후 1년 이상 경과하여야 중기적인 훈련성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훈련사업은 2017년에 첫 시행된 점과 훈련과정 종료 후 충분
한 훈련성과 산출기간을 고려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실시된 총 28개 기관 및 79개 과정, 1,772
명 훈련생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훈련 로그 이 종 된

<표 4>

분석대상

구분
( 위: 개, 명)

기관

과정

실시인원

수 인원

대학
직업훈련기관
계

6
22
28

17
62
79

396
1,376
1,772

308
1,060
1,368

단

료

훈련현황

보

입

고용 험 가
173
700
873

취업인원
고용 험 미가
5
11
16

보

입

소계
178
711
889

단기적인 훈련성과 중 수료율과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훈련실시 상황 자료를 기준으로 훈
련참여자와 수료 여부 및 만족도(훈련서비스품질, 만족도, 고용가능성 등) 자료를 확보하였다. 훈
련생 성취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심사평가 기관(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훈련
이수자평가 결과 중 훈련생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과정별 샘플평가 점수를 확보하였다. 또한 프
로그램 차별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훈련기관의 자체 성과보고서 및 성과보고 대회에 대해
평가위원이 평가한 기관의 정성적인 성과평가 총평 자료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중기적인 훈련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료자를 기준으로 훈련과정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여부와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유지 및 상실, 임금수준 자료를 확보하였다. 한편, 일반 실업자훈련(국가기
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이하 ‘기간전략’,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과도 훈련성과를 상대 비
교하기 위하여 수료율 및 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수준 등이 이미 계산된 2차적 분석 자료
(secondary data)를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로부터 확보하였고, 각 요소별 훈련생 만족도
수준은 HRD-Net DB 추출을 통해 계산된 만족도 점수를 확보하였다.
3.3 분석방법

함 써 직업교

이 연구는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하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성과를 비교 으로

각 역학을 제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훈련성과 중 대학과 직업훈련
기관의 수료율, 취업률, 고용유지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관유형을 기준으로 수료여부와 취업여
부, 고용유지여부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업자훈련의 성과와도 비교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분석이 실시될 수 있도록 EIS를 통해 확보한 이미 계산된 수료율, 취업률, 고용유지율과도
추가적으로 비교하였다. 일반 실업자훈련(EIS 실시인원 기준 17년 29만명, 18년 27.7만명)은 훈
련생별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HRD-Net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훈련실시 상황 raw data
가 월단위로 EIS로 전송되어 해당 훈련성과를 수치화화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미 계산된 2차
육훈련 수행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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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단순 상대 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훈련에 대한 훈련생의 반응과 인식에 해당되는 만족도, 학업성취도에 해당되는 샘
플평가 점수, 고용시장 기여도 중 일부 성과에 해당되는 임금수준은 기관유형을 기준으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훈련생 만족도는 훈련종료 시점에 훈련의 구성요소인 훈련서비스품질(교사,
내용, 방법, 시설장비, 취업지원, 행정지원)에 관한 인식도과 훈련만족도, 훈련생이 인식하는 고용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서비스품질 하위요인별 인식도와 만족도, 고용가능성에 대한 평
균 차이 검정(t검정)을 각각 실시하였다. 해당 성과에 대해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계산하였다.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t값

 
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평균 차이로 (  ′     ) 계산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
 ×
차이(효과크기)에 대한 해석은 Cohen(1988)의 효과크기 구분을 기준으로 효과크기가 .10～.30이
면 작은 차이로, .40～.70이면 중간 정도 차이로, .80～.10이면 큰 차이로 해석하였다(황성동,
2015). 그리고 일반 실업자훈련의 해당 성과와도 비교하기 위해 HRD-Net 및 평가결과 내부자
료, EIS를 통해 각각 확보한 2차 분석자료를 토대로 만족도, 성취도, 임금수준과의 차이도 추가
분 자 (secondar data)를









적으로 상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차별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훈련과정별 정성적인 성과평가 총평 자료
를 확보하여 전체 우수과정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고, 기관유형을 대학과 직업훈련기
관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 우수과정과 미흡과정의 특성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본 훈련사업의 차별화된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의미연결망 분석은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의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결합한 형태이다. 텍스트에서 의미 있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주요단어를 추출하고, 이렇게 얻어진 주요단어
들의 관계를 네트워크 매트릭스 데이터로 변환해 그 네트워크 안에서 노드 간의 관계와 구조를
살펴보는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권호천, 2016; 정선정, 2017). 다음으로 대학과 직업훈
련기관의 우수과정과 미흡과정에 대한 내용분석은 기관별 정성적인 성과평가 결과 자료를 토대
로 평가위원의 총평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들을 발견하고, 의미와 주제를
추출하여 우수과정과 미흡과정의 차별화된 특성을 범주화하였다. 특히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우수과정이 지닌 특성을 도출하여 기관유형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 5>

연구문제

분석방법

∘연구문제1: 수료율 현황 및 차이
∘연구문제5: 취업률·고용유지율 현황 및 차이
∘연구문제2: 훈련서비스품질, 만족도, 고용가능성 등 인식도 수준, 차이
∘연구문제3: 이수자평가를 통한 학업성취도 수준 및 차이
∘연구문제4: 프로그램 차별화 특성 (전체 및 기관유형별)

석

분 방법

석

교차분

두 집단 평균 차이분석
(t검정)
우수과정 의미연결망 분석,
기관유형별 차별화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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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훈련실적(수료율) 현황 및 차이

료

석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하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수 여부 교차분 을 실시한 결과, 대학과

두 실시인원에 비해 수료인원(수료율)이 77～77.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고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실업자훈련의 수료율과 비교해보면, 17～18
년 기간전략 수료율은 82.3～82.5%, 내일배움 수료율은 90.3～91.5%로, 4차 산업훈련 수료율은
기간전략에 비해 5% 이상 더 낮고, 내일배움에 비해 13% 이상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 모

<표 6> 17~18년

구분
( 위: 명, )
대학
직업훈련기관
계

단

%

계
396 (100.0)
1,376 (100.0)
1,772 (100.0)

수료율 교차분석 결과

료

수 여부
미수 인원
88 (22.2)
316 (23.0)
404 (22.8)

료

료

수 인원
308 (77.8)
1,060 (77.0)
1,368 (77.2)

x2
.096

※ *p<.05, **p<.01, ***p<.001
※ 그 외 실업자훈련 연도별 전체 수료율 17년 88.4%, 18년 89.4%연도·사업별 수료율 17년 기간전략 82.3%
및 내일배움 90.3%, 18년 기간전략 82.5% 및 내일배움 91.5%
4.2 훈련서비스품질 및 훈련만족도, 고용가능성 인식도 수준 및 차이

참여한 훈련생 인식도는 훈련서비스품질이 3.95, 훈련만족도가 4.03으로 상대
적으로 높지만, 고용가능성은 3.6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훈련서비스품질 하위요인 중 훈
련교사(4.16)와 행정지원(4.11), 시설장비(4.03) 순으로 서비스 인식 수준이 높고, 다음으로 훈련내
용(3.94), 훈련방법(3.89)이지만, 취업지원(3.58)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에 참여한 훈련생의 인식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훈련서비스품질 일
부 하위요인(취업지원, 행정지원)을 제외하고는 그 외 하위요인과 훈련만족도 및 고용가능성 인
식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훈련서비스품질 하위요
인은 취업지원(t=-4.859, p<.001)과 행정지원(t=-3.760, p<.001)으로, 대학에 비해 직업훈련기관에
참여한 훈련생의 취업지원과 행정지원 인식 수준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에 참여한 훈련
생의 취업지원 인식 수준은 3.28인 반면, 직업훈련기관에 참여한 훈련생의 인식 수준은 3.67로,
두 집단의 t값에 대한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인식 차이는 -.308로 작은 차이를 보였다. 대학에
참여한 훈련생의 행정지원 인식 수준은 3.90인 반면, 직업훈련기관에 참여한 훈련생의 인식 수준
4차 산업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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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의 t값에 대한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인식 차이는 -.239로 작은 차이를 보였
다. 한편, 일반 실업자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의 인식도를 살펴보면(17～18년 기간전략 및 내일배
움 응답자 350,604명), 훈련서비스품질이 4.47, 훈련만족도가 4.55, 고용가능성이 4.05로, 4차 산업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의 인식도가 일반 실업자훈련 참여자에 비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은 4.17로,

<표 7> 17~18년

=

전체(n 1,435명)
평
준 차
4.16
0.936
3.94
1.021
3.89
1.067
4.03
1.010
3.58
1.264
4.11
1.081
3.95
0.912
4.03
1.060
3.68
1.044

균 표 편

구분
훈련교사
훈련내용
훈련 훈련방법
서비스 시 장비
취업지원
행정지원
소계
훈련만 도
고용가능성

품질

훈련서비스품질, 훈련만족도, 고용가능성 인식 수준 및 차이검증 결과

설

족

=

=
균 표 편

값
효 크

대학(n 319명)
훈련기관(n 1,116명)
t 에 대한
t
과 기 계산
평
준 차 평
준 차
4.14
0.901
4.17
0.946
-.614
3.96
0.932
3.93
1.045
.477
3.81
1.045
3.91
1.072
-1.506
4.10
0.913
4.01
1.035
1.521
3.28
1.291
3.67
1.243 -4.859***
-.308
3.90
1.194
4.17
1.038 -3.760***
-.239
3.86
0.842
3.98
0.930 -2.078*
-.132
4.04
0.999
4.03
1.077
.277
3.74
0.971
3.66
1.063
1.211

균 표 편

※ p<.05, p<.01, p<.001
※ 그 외 실업자훈련 17～18년 인식도(n=350,604) : 훈련서비스품질 4.47, 훈련만족도 4.55, 고용가능성 4.05
훈련서비스품질 하위요인 훈련교사 4.60, 훈련내용 4.50, 훈련방법 4.42, 시설장비 4.40, 취업지원 4.40, 행
*

**

***

정지원 4.60

4.3 학업성취도 수준 및 차이

NCS 소분류별로 대표과정 신청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훈련
이수자평가 점수를 토대로 학업성취도 수준을 확인하고, 기관유형별로 수준 차이를 분석하였다.
평가계획-실행-결과관리-샘플평가로 구성된 이수자평가 총점은 대학보다는 직업훈련기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가영역별로 평가체계를 검증하기 위해 현장에서 서면평가로 이
루어지는 평가계획-실행-결과관리는 대학에 비해 직업훈련기관의 점수가 더 높은 반면, 훈련생
의 학업성취도를 실제로 검증하는 샘플평가는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대학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
났다. 샘플평가 점수를 이해와 비교하기 쉽도록 100점으로 환산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평
가과정의 사례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17년은 대학이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훈련과정 중

93.33점, 직업훈련기관이 88.67점이고, 18년은 대학이 82.67점, 직업훈련기관이 76.67점으로, 연도

별 평가지표 등의 차이로 동일한 기관유형이라도 17년에 비해 18년의 점수가 더 낮지만, 단순
비교하였을 때는 17년과 18년 모두 대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실업자훈련의
이수자평가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가체계 검증 영역은 4차 산업훈련에 비해 일반 실업자훈련의
평가 점수가 더 높지만, 성취도 평가에 해당되는 샘플평가 점수는 일반 실업자훈련에 비해 4차
산업훈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훈련의 평가과정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인 유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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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샘플평가 100점 환산 점수를 비교해보면 17년은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한
대학의 성취도가 가장 높고(93.33점), 다음으로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이 높으며
(88.67점), 일반 실업자훈련인 기간전략과 내일배움은 더 낮게 나타났다(각 83.20점, 83.59점). 18
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훈련사업 안에서 연도별 점수 차이는 있지만,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한
대학의 성취도가 가장 높고(82.67점), 다음으로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76.67점), 기
간전략 직업훈련기관(76.63점), 내일배움 직업훈련기관(74.23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17~18년

평가체계
구분

훈련이수자평가 중 샘플평가

검증

성취도 평가

평가계획 평가실행 결과관리
(30점)
(25점)
(15점)

대학
2017년 훈련기관
계

2018년 훈련기관

샘플평가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계
(100점) n(과정)

15.00

10.00

28.00

72.00

3

93.33

5.774

25.50

21.00

12.00

26.60

85.10

15

88.67

7.433

24.42

20.00

11.67

26.83

82.92

18

89.44

7.254

검증

성취도 평가

평가계획 평가실행 결과관리
(25점)
(35점)
(10점)

대학

(30점)

샘플평가
(30점)

17년
17년
18년
18년

샘플평가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계
(100점) n(과정)

18.70

23.30

2.60

24.80

69.40

5

82.67

6.410

21.38

30.15

6.33

23.00

80.85

12

76.67

19.399

계

20.59

28.13

5.24

23.53

77.49

17

78.43

16.641

**

***

※ p<.05, p<.01, p<.001
※ 그 외 실업자훈련 연도·사업별 훈련이수자평가 점수 (가점 제외)
*

환산 비교

19.00

평가체계
구분

샘플평가

100점

기간전략(805과정) 평가계획 23.41, 평가실행 20.85, 결과관리 11.37,
내일
(1,007과정) 평가계획 21.94, 평가실행 19.69, 결과관리 9.44,
기간전략(1,421과정) 평가계획 22.90, 평가실행 33.18, 결과관리 7.60,
내일
(1,569과정) 평가계획 22.12, 평가실행 32.22, 결과관리 6.98,

배움
배움

t
1.018

t
.665

샘플평가 24.96(100점 환산 83.20점)
샘플평가 25.07(100점 환산 83.59점)
샘플평가 22.99(100점 환산 76.63점)
샘플평가 22.27(100점 환산 74.23점)

4.4 우수과정 의미연결망 분석 및 기관유형별 차별성 내용분석

표 달성과 훈련 운영을 위한 노력 등 훈련기관의 성과평가 총평 자료
를 토대로 우수과정의 차별성과 기관유형별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중에서 우수하게 평
가받은 과정의 총평 의견에 관한 주요단어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수과정의 총평을
단어화 한 결과 276개 단어가 나타났고, 이중에서 우수과정의 차별성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3개 빈도 이상의 주요단어 30개를 추출하여 주요단어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그림 2]와 같다. 우수과정은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들을(프로젝트, 협약기업, 우수, 훈련생 등)
중심으로 그 이외의 주요단어와의 연결망 구조를 선의 두께와 농도 및 거리로서 나타내고 있다.
주요단어 중 의미연결망 중앙에서 강한 연결 관계를 보이는 단어들은 우수, 훈련생, 선발, 관리,
훈련기관의 자체 성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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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협약기업, 참여, 연계, 취업, 차별화, 노력 등이며, 주변에서 중심 주요단어들과
연결 관계를 보이는 단어들은 교강사, 멘토링, 높음, 종합적, 결과물, 활용, 상담, 방지, 적절, 중도
탈락, 보조강사 등으로 나타났다. 연결망이 강한 주요단어들을 조합하여 우수과정의 차별성을 살
펴보면, 첫째, 협약기업의 참여를 높여 종합적이고 우수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수행하고, 협약기
업에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차별화를 이루는 등 협약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행 및 취업지원 측면
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우수 훈련생 선발과 상담 및 중도탈락 방지 등 체계적인 훈련생 관리
적인 측면이 있고, 셋째, 교강사 및 보조강사, 멘토링 등 우수한 인적자원 구성으로 해석해 볼 수
체계적,

있을 것이다.

<그림 2>

우수과정 차별성 주요단어 의미연결망 구조

※ 주요단어 빈도: 프로젝트(27개), 협약기업(19개), 우수(19개), 훈련생(19개), 훈련과정(15개), 참여(14개),
취업(13개), 노력(12개), 선발(12개), 연계(12개), 체계적(10개), 차별화(9개), 교강사(8개), 높음(8개), 관리
(7개), 활용(7개), 상담(6개), 결과물(5개), 적절(5개), 종합적(5개), 지원(5개), 멘토링(4개), 방지(4개), 중도
탈락(4개), 달성(3개), 만족도(3개), 반영(3개), 보조강사(3개), 부합(3개), 성과(3개)

별

항

별 총평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우
수과정과 미흡과정의 특성을 도출하여 우수과정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의 해석을 보완하였다. 먼
저 대학의 우수과정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훈련과정과의 연계성을 토대로 협약기업이 참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젝트 수행과 취업 연계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 및 훈련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프로젝트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었다. 아이디어톤 및 해커톤, 캡스톤 등을 통해 기
상기 우수과정 차 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 은 기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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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훈련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협약기업 참여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되
훈련생의 목적을 고려하여 취업·창업 트랙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프로젝트 수행도 이루어지며,
사전·사후 발표회를 통해 훈련생 스스로 완성도와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형태로 프
로젝트가 수행되었다. 둘째,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중고급 이상 고
숙련 훈련 실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셋째, 학습능력이 우수한 훈련생 선발 및 양질의 우수한 교
강사(교수진) 활용이 우수과정 특성으로 나타났다. 고수준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
강사 확보와 훈련생 선발이 전제가 되는데, 이러한 요건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대학은 정부지원금 외 별도로 대학 교비를 투입하여 훈련시설·장비를 확충
하여 훈련목표를 달성하는 노력도 확인되었다.
업의 현장문제를 반영하고 취업을 연계한

[대학 우수과정 특성]

∘교강사가 매우 우수, 프로젝트 실습 안내부터 시행이 체계적임
∘대학이라는 특성상 교육체제 우수, 우수 훈련생 선발 및 관리가 체계적이며, 사전/사후 발표회
실시 등 프로젝트가 유의미한 형태로 운영
∘아이디어톤, 해커톤 등을 통해 종합적 프로젝트 수행, 현장문제 반영 등 프로젝트 실습 고도화,
모집 경쟁률이 높고 우수 훈련생 선발
∘NCS 6수준이상 고급 훈련과정으로 우수, 훈련생 선발기준에 맞춰 우수 인재 선발
∘협약기업 프로젝트 참여 절차에 의해서 프로젝트 운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취업-창업 2개
Track으로 나누어 7단계 프로세스의 멘토링 지원 자율학습, 기업체 멘토, 특강 지원 협약기업
참여율 높음
∘훈련내용 구성이 고숙련 훈련과정으로, 대학의 교수진 참여가 높으며 우수한 교강사 구성, 비전
공자 및 학습부진자를 위해 교육용 모듈을 자체 개발하여 활용, 훈련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
의시간과 강사 변경 실시, 대학 교비로 훈련시설·장비 투입 등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프로젝트 계획서, 지도 계획서, 진행방안, 평가 기준 등이 훈련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구성
∘훈련생 취업 연계를 위한 협약기업 참여형 캡스톤 프로젝트 수행
∘프로젝트 실습이 훈련과정과 연계성이 있고 훈련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
∘고급 훈련내용 제공, 협약기업 캡스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실무능력 향상, 우수 교강사 활용
및 교수 멘토링, 전문가 활용 기업체 특강 활성

살펴보면, 첫째, 훈련생 선발과 상담 관리, 중도탈
락 방지, 우수 훈련생 포상,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훈련생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우수성
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훈련생 관리 방식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개별 상담을 통
해 생활-학습-진로-취업지도 등 맞춤식 관리를 실시하거나, 훈련생 수준별 교육 및 개별 상담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 동기부여를 실시하며,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노력과 우수 훈련생
포상 등 부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선배와의 대화 및 멘토링, 우수자 포상, 1:1 밀착관리, 스터디
다음으로 일반훈련기관의 우수과정 특성을

･

정선정 이문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역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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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운영 등 보다 종합적인 관리가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둘째, 협약기업 연계 또는 자체적인
프로젝트 수행이 체계적으로 실시됨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 방식은 기관마다 다양하
게 이루어졌다. 현업 중심 실무와 창업형 종합으로 구분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프로젝트
주제를 훈련생이 고안한 메이커 클래스와 기업이 제안하는 해커톤 클래스로 구분하여 프로젝트
를 수행하였다. 현장실습 기간 동안 협약기업으로 출근하여 업무와 조직문화를 익히며 프로젝트
를 수행하거나, 협약기업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발표집을 제작하거나, 기업 현장
을 반영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훈련생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다. 또한 기본과 종합 프로젝트로
나누어 진행하는 등 기관 특성과 훈련분야의 기업 연계 가능 분야를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협약
기업 연계와 훈련기관 자체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기관별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 결과는 협
약기업 취업 연계로 이루어졌다. 셋째, 교강사와 보조강사, 협약기업의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역할분담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교강사의 멘토링과 협약기업
실무자의 프로젝트 지원 등 교강사와 협약기업의 역할이 잘 분담되어 있거나, 경험 많은 교강사
를 확보하여 프로젝트 영역별로 전담자를 배치하거나, 내부적으로 교강사와 보조강사의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산업체 특강 등에 현업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내·외부 인적자원 활
용의 체계성을 보였다. 넷째, 일부 훈련과정에서는 고급훈련에 맞는 양질의 교강사 확보와 우수
한 훈련생 선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훈련기관 우수과정]

∘교강사와 보조강사 체계적 운영, 훈련생 수준별 교육 실시 및 취업 동기부여와 개별 상담 관리,
현업 전문가 교강사 활용 등 협약기업 참여율 높음
∘현장 반영 프로젝트, 훈련생 포트폴리오 등 차별화, 개별 상담 관리를 통해 훈련생 생활-학습진로-취업지도 등 체계적 관리, 협약기업 참여율 높음
∘현업 중심 실무 프로젝트와 창업형 종합 프로젝트 형태로 구성하여 콘텐츠 및 프로젝트 진행
차별화, 훈련생 선발 및 보조강사 활용과 평가·후속조치 등 훈련운영·관리가 체계적임
∘2주간 현장실습 동안 협약기업으로 출근하여 업무 및 조직문화를 습득하고,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물 우수, 교강사-보조강사-협약기업 역할이 체계적이며, 훈련생 선발 및 상담 관리, 취업지
원, 사후관리 등 훈련운영·관리가 체계적임
∘프로젝트 수행과 훈련과정의 연계성 우수, 협약기업 훈련과정 참여 및 취업 연계 적절, 훈련생
중도탈락 방지 및 우수 훈련생 포상 등 훈련생 관리 우수
∘다양하고 세부적인 훈련과정으로 차별화 시도, 경험 많은 교강사 확보 및 프로젝트 영역별 전담
강사 배치
∘차별화된 내용으로 4차산업에 부합한 훈련 실시, 훈련생 선발 및 상담, 교강사 관리, 취업 지원
등 전반적인 훈련운영·관리가 체계적임

∘교강사 멘토링과 협약기업 실무자의 현업 기반 프로젝트 수행 등 교강사-협약기업 역할분담을
통해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충실히 진행되었고 결과물이 훈련과정에 부합, 훈련생 선발, 상담,
수준별 학습, 취업 연계 등 훈련운영·관리가 체계적임
∘협약기업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프로젝트 수행하고, 최종 프로젝트 발표집 제작 등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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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주제가 4차산업 분야와 밀접하여 기술적 차별화, 양질의 교강사 투입, 훈련생을 관련
분야 학사·석사로 선발하여 학습능력 우수, 훈련생 상담 및 중도탈락 방지 노력, 스터디 그룹
운영을 통한 학습 분위기 조성 등 훈련운영·관리 우수

∘협약기업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 결과와 훈련과정 연계 적절, 훈련생 상담과 만족도 조사
등 중도탈락 방지 노력
∘프로젝트 주제를 훈련생이 고안하는 메이커 클래스와 기업이 제안하는 해커톤 클래스로 구분하
여 프로젝트 체계적으로 운영, 일간 학습점검 체계 운영
∘기본/종합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2트랙 프로젝트 진행 및 결과물 우수, 고급과정에 맞은 우수 훈
련생 선발, 선배와의 대화, 멘토링, 우수자 포상, 1:1 밀착관리 등 훈련생 관리 체계적임,
∘전반적인 프로젝트 수행 프로세스가 체계적이며, 프로젝트와 훈련과정 연계 우수, 협약기업 취
업 연계 노력

면

흡

살펴보면, 첫째, 이 훈련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4차 산
업혁명에 맞는 특화된 내용이 없어, 기존 실업자훈련(기간전략)과의 차별성이 없다는 총평이 지
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둘째, 4수준 이하의 훈련내용으로 훈련교과와 프로젝트가 수행되어 수준
과 완성도가 낮음이 지적되었다.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훈련이 실시된 이유로는 학습능력과 전
공 및 관심 등이 서로 다른 일반인을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함에 따라 차별화된 훈련이 실시되
지 않음도 나타나 있다. 그리고 훈련교과와 프로젝트 내용이 서로 맞지 않아 전체 훈련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음도 확인 할 수 있다.
반 , 일반훈련기관의 미 과정 특성을

흡

[훈련기관 미 과정]

∘4수준 이하 교과목 편성 비율이 높아 차별성이 떨어짐
∘협약기업 참여와 훈련생 취업 지원 노력은 있지만, 기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의 차별성
이 떨어짐
∘훈련생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운영 등 훈련생 상담 관리 및 취업 지원 노력은 우수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훈련내용이 없으며, 4수준 이하 기초 수준으로 운영되어 차별화 떨어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과의 차별화 떨어짐
∘프로젝트가 4수준 이하로 낮게 수행되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훈련과정에 해당되지 않음
∘일반인을 선발하여 내용적으로 차별화된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 수준과 완성도가
낮음
∘훈련생 상담 및 중도탈락 방지 노력, 취업 지원 등 훈련생 관리는 적절하나, NCS 5수준 도달이
미흡하고, 기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차별화 떨어짐
∘4차산업 관련 디지털 신기술로 훈련과정이 운영되지 않음
∘5수준에 맞는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고, 4차산업에 맞는 차별화 노력 부족
∘프로젝트 주제가 핵심교과 내용을 포괄하지 못함

흡

이상 우수과정과 미 과정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수과정일수록 4차 산업혁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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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내용을 연계하여 협약기업 참여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과 취업 지
원이 이루어지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훈련생을 선발하고, 양질의 우수한 교강사를 확보함
으로써 중고급 이상의 고숙련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다. 반면, 미흡과정일수록 4차 산업과 관련
된 디지털 신기술 교과로 운영하지 않고, 훈련교과와 프로젝트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함에 따라 낮은 수준의 훈련이 실시되어 전반적으로 기존 실업자훈련과
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과 일반훈련기관의 우수과정 특성 중 다양한 형태
의 협약기업 연계 및 자체 주제 설정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은 유사하지만, 대학일수록 자체 인
적·물적 인프라와 대학의 명성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모집자원과 다양한 학과의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통해 난이도 있는 융복합 고숙련 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반
면, 일반훈련기관일수록 대학처럼 우수한 훈련생 선발 및 양질의 교강사 확보도 부분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훈련생 선발·상담·관리·취업지원·사후관리 등 훈련생 개별 관리가
매우 체계적이고, 교강사와 보조강사 및 협약기업의 역할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행정
관리 상의 안전한 훈련운영·관리의 체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에 맞게 훈련교과와

4.5 노동시장 기여도(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수준) 현황 및 차이

보

입 및 미가입 등 전체 취업률은 65%이고,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
중에서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72.9%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임금 자료는 고용보험 가
입 취업 당시 첫 해 사업장에서 직접 입력한 자료를 행망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취업 당시 입력
한 첫 임금수준은 217만원(식비 및 상여금 등 미반영 추정)으로 나타났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유지율은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72% 이상 수준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취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학의 취업인원이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10% 더 낮게
나타나, 대학의 취업률은 57.8%, 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은 67.1%로 나타났다. 일반 실업자훈련
의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과 비교해보면, 기간전략은 64.8～65.7%, 내일배움은 50.6～52.6%로, 4차
산업훈련과 기간전략의 전체 취업률은 65% 내외로 유사하지만, 4차 산업훈련 내에서 기관유형
별로 비교해보면,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 실
업자훈련인 기간전략이 높다. 그 다음으로 60% 이하 취업률을 나타낸 4차 산업훈련 실시 대학,
일반 실업자훈련인 내일배움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훈련의 고용 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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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7~18년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 교차분석 결과

고용유지 여부
(고용 험 가 취업 중 6개 이상 유지)
구분
계
계
( 위: 명, )
미취업인원 취업인원
x2 (고용 험 가 고용상실인원 고용유지인원 x2
(수 인원)
취업인원)
308
130
178
173
47
126
대학
(100.0)
(42.2)
(57.8)
(100.0)
(27.2)
(72.8)
1,060
349
711
700
190
510
직업훈련기관
9.039**
.000
(100.0)
(32.9)
(67.1)
(100.0)
(27.1)
(72.9)
1,368
479
889
873
237
636
계
(100.0)
(35.0)
(65.0)
(100.0)
(27.1)
(72.9)

단

%

취업 여부
(고용 험 가 ·미가

보

입

입 취업)

보

료

보

입

입

월

※ p<.05, p<.01, p<.001
※ 그 외 실업자훈련 취업률 17년 기간전략 64.8% 및 내일배움 50.6%, 18년 기간전략 65.7% 및 내일배움 52.6%
그 외 실업자훈련 유지율 17년 기간전략 60.7% 및 내일배움 60.0%, 18년 기간전략 57.8% 및 내일배움 56.4%
*

**

***

금

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대학이 실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한 훈련생의 임금수준은 232만원인 반면, 직업훈련
기관 훈련생의 임금수준은 213만원으로 20여만원 정도 더 낮게 나타났고, 두 집단의 t값에 대한
효과크기를 계산한 결과 임금수준 차이는 .239로 작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실
업자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의 임금수준과 비교해보면, 기간전략은 196～197만원, 내일배움은 17
2～174만원으로,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한 대학 훈련생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4차 산
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 훈련생이 높으며, 다음으로 일반 실업자훈련인 기간전략 훈련생,
내일배움 훈련생 순으로 나타났다.
임 수준에 대한 차이

<표 10> 17~18년

구분
( 위: 명, 원)

단

N
보 입
균 금 보

평균임금 차이검증 결과

균 임금수준

표준편차

대학

(고용 험 가 취업 중
평 임 확 인원)
173

평

2,320,466

805,105.6

직업훈련기관

697

2,132,793

709,279.8

계

870

2,170,112

732,693.1

t

t값에 대한
효과크기 계산

2.808**

.239

※ p<.05, p<.01, p<.001
※ 그 외 실업자훈련 17～18년 평균임금 기간전략 196～197만원, 내일배움 172～174만원
*

**

***

별 평균 임금수준을 토대로 연봉을 추정하였다. 정부의 행정망
(Work-Net)을 통해 확보한 임금자료는 훈련생의 입사 시점의 취업처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직접 행정망에 입력한 과세소득으로(다음해부터는 지급한 월평균 임금 수준이 자동으로 행정망
추가적으로 훈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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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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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져
채
용하는 기업·기관 등은 주로 시보기간을 두고 3～6개월 후에 정상 임금을 지급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신고시 평균임금(70～90%)을 낮게 입력하거나, 법이 정한 근로소득에서 상여금(통상
200%)을 제외하고 입력하는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용 인력의 과세소
득을 낮게 입력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훈련생의 연봉 추정방식을 3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였
다. 첫째, 평균임금에 중식보조금(10만원)과 상여금 200%를 추가하였다. 둘째, 평균임금에 중식
보조금을 동일하게 추가하고, 시보기간에 낮게 적용된 임금을 보정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20%를
더 추가하였다. 셋째는, 앞 2가지 방식을 모두 종합한 것으로, 평균임금에 중식보조금과 상여금
200% 및 평균임금 20%까지 추가하여 연봉을 추정하였다. 3가지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별 훈련생
의 연봉을 추정한 결과, 첫 번째 중식보조비와 상여금 200%를 추가한 방식으로는 4차 산업훈련
을 실시한 대학 훈련생 연봉이 3,368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한 직업
훈련기관 훈련생 연봉이 3,102만원으로 높으며, 기간전략과 내일배움은 3,000만원 이하로 나타났
다(각 2,878만원, 2,542만원). 두 번째 중식보조비와 평균임금 20%를 추가한 추정방식으로는 4차
산업훈련 대학 훈련생의 연봉이 3,46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차 산업훈련 직업훈련기관
3,187만원, 기간전략 2,956만원, 내일배움 2,611만원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중식보조비와 상여금
200% 및 평균임금 20%를 모두 추가한 추정방식으로는 4차 산업훈련 대학 훈련생의 연봉이
3,924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4차 산업훈련 직업훈련기관 3,613만원, 기간전략 3,350만원,
내일배움 2,957만원으로 나타났다. 추정방식에 따라 연봉이 500만원 내외 차이를 보이지만,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한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 연봉은 모두 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특
히 대학은 최대 4,000만원 가까이도 추정되었다. 하지만, 일반 실업자훈련은 더 낮게 추정되었는
데, 기간전략의 세 번째 추정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3,000만원 이하로 추정되었다. 특히 내일배
움은 2,500～2,900만원으로 가장 낮게 추정되었다.
에 업데이 ), 비과세에 해 되는 중식 조비(통상 10만원 내 )가 빠 있다. 그리고 인력을

<표 11>

훈련사업별 취업한 훈련생 연봉 추정 결과

구분

(17~18년

훈련 참여인원 기준)

연봉 추정 방식
균 금
망
료 ①A+중식+상여200% ②A+중식+A20% ③A+중식+상여200%+A20%

평 임 (A)
(행정 신고자 )

대학
4차
산업 직업훈련기관
훈련
소계

232만원

3,368만원

3,460만원

3,924만원

213만원

3,102만원

3,187만원

3,613만원

217만원

3,158만원

3,244만원

3,678만원

기간전략

197만원

2,878만원

2,956만원

3,350만원

내일

173만원

2,542만원

2,611만원

2,957만원

배움

※ 중식보조비는 10만원 적용, 상여금 200%는 평균임금(A)을 기준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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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석

이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의 성과를 분 하고 유용한 시사

～

단기 훈련실적과 중기 훈련성
과를 분석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유형을 대학과 일반훈련기관으로 구분하여 각 실적과 성과
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훈련의 전체 수료율은 77.2%이며, 본 훈련사업을 실시하는 대학과 직업훈련기
관의 수료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77%로 유사하다. 4차 산업훈련의 수료율
은 같은 해 일반 실업자훈련에(88.4～89.4%) 비해 10% 정도 더 낮은데, 훈련사업별로 살펴보면
4차 산업훈련은 기간전략에 비해 5% 더 낮고, 내일내움에 비해서는 13% 더 낮았다. 4차 산업훈
련이 일반 실업자훈련에 비해 수료율이 더 낮은 이유는 훈련생이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전체 훈
련시간 및 기간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수료율이 가장 높은 내일배움의 평균 훈련시간은
310시간(평균 2.2개월)인 반면, 기간전략은 850시간(평균 6.1개월)이고, 4차 산업훈련은 가장 긴
940시간(평균 6.7개월)으로(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19), 훈련시간이 길어질수록 짧은 훈련과정에
비해 중도탈락자가 더 발생하여 수료율이 더 낮게 나타난 정선정(2016)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훈련의 도입 취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핵심실무인력을 육성하
기 위한 것으로, 일반 실업자훈련에 비해 5수준 이상 중고급 훈련으로 설계되어 있고, 훈련내용
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융복합 기술로 편성되어 있다. 5수준 이상 중고급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은 적어도 3～4수준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당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다(이진구, 2018). 특히 훈련시간이 유사한 기간전략에 비해 수료율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
는 기간전략에 비해 보다 난이도 있는 내용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어, 훈련생의 학습수준
에 비해 훈련과정의 수준이 높아서 학습진도 등을 잘 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중도탈락 발생을 유
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4차 산업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의 인식도는 훈련서비스품질(3.95)과 훈련만족도(4.03)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가능성(3.68)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에서 각각 참여한 훈
련생의 인식도는 훈련서비스품질의 일부 하위요인(취업지원, 행정지원)을 제외하고는 그 외 4개
하위요인과 훈련만족도, 고용가능성은 유사하다. 기관유형간 차이를 보이는 훈련생 인식도는 훈
련서비스품질 중에서 취업지원과 행정지원으로, 대학에 비해 직업훈련기관에서 참여한 훈련생의
인식도가 조금 더 높았다. 한편 일반 실업자훈련(훈련서비스품질 4.47, 훈련만족도 4.55, 고용가
능성 4.05)과 비교해보면, 4차 산업훈련에 비해 일반 실업자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의 인식도가 전
반적으로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우선, 4차 산업훈련 안에서 기관유형에 따라 훈련생의 인
식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훈련서비스품질 중에서 대학에 비해 직업훈련기관의 취업지원과 행정
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7 2018년 실시한 4차 산업훈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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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더 높고 그 외 훈련교사 및 내용, 방법, 시설·장비 등 커리큘럼에 해당되는
훈련서비스는 유사하게 인식되었다. 훈련생이 인식하는 훈련서비스품질 중에서 훈련내용 및 방
법 등 훈련품질 영역은 유사하게 인식한 반면, 취업·행정지원 등 훈련관리 영역은 직업훈련기관
에 비해 대학의 서비스가 조금 더 낮게 인식되었다. 그리고 일반 실업자훈련의 인식도와 비교해
보면, 4차 산업훈련의 기관유형을 불문하고 실업자훈련의 모든 인식도(훈련서비스품질, 훈련만족
도, 고용가능성)가 모두 높았다. 훈련에 대한 인식도는 동일한 훈련생이 각각의 다양한 훈련과정
에 참여하여 기관유형 및 훈련사업에 따라 훈련서비스품질 및 만족도 등을 각각 평가하여 인식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사업 및 기관유형별 훈련실시 결과에 따른 인식도를 비교한 것이기에, 기
관유형과 훈련사업에 따른 훈련 인식도의 높고 낮음을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주로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일반 실업자훈련의 훈련생 인식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고,
4차 산업훈련의 인식도도 높지만, 일반 실업자훈련에 비해서는 조금 낮음을 확인할 수 있고, 4차
산업훈련 안에서도 기관유형별로 훈련품질은 유사하지만, 훈련관리 영역은 대학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유형 중 대학이 2017년부터 4차 산업훈련에 진입하여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다른 훈련사업에 비해 4차 산업훈련에서 대학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편이다. 그동안 직업훈련기관은 고용노동부 훈련규정 하에 직업훈련을 실시해 옴에 따라 다
양한 행정관리 노하우와 심사평가를 잘 받는 행정경험을 토대로 훈련서비스품질을 높이는 훈련
요소를 찾아서 훈련품질뿐만 아니라, 훈련관리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왔다. 반면 대학은 규
정과 지침에 억매이기 보다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학사운영 및 행정관리 등을 수행하여 왔기에,
훈련생이 인식하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대학에 비해 직업훈련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더 높게 인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직업훈련에서 실시된 4차 산업훈련의 훈련생 만족도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학계열
학과의 대학생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권혁과 임진혁(2018)이 연구한 4차 산업혁명 연계 전공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3.70, 주영주 외(2011)의 전문대학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만족도는 3.77,
주영주 외(2012)의 사이버대학교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만족도는 3.94로, 모두 보통보다 더 높
지만, 본 연구에서 밝힌 4차 산업훈련의 훈련생 만족도(4.03)는 대학교육(3.70∼3.94)에 비해 월등
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 제도권 안에서 정규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교육은 학
력과 학위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한 반면, 직업훈련 차원에서 실시된 4차 산업훈
련은 훈련생 개인의 진로선택과 경력개발 및 실질적인 취업을 위해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경제
적으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되기에, 직업훈련 만족도가 대학교육 만족도 보다 훨씬 더 높게 나
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4차 산업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의 성취도를 살펴보기 위해 훈련이수자평가의 샘플평가
점수를 100점 환산한 결과, 성취도는 연도별 평가기준에 따라 2017년 82.92점, 2018년 77.49점으
로 나타났고, 기관유형별로 2017년 및 2018년 모두 대학에서 참여한 훈련생의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비교 과정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훈련이수자평가
는 평가체계를 검증하는 서면평가와 훈련생의 성취도를 진단하는 샘플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원 서비스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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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실질적
인 성취도를 진단하는 샘플평가에서는 대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일반 실업자훈련
도 4차 산업훈련의 직업훈련기관처럼 평가체계 검증에서는 대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훈련생 성취도 점수는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하는 대학보다 더 낮고,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하는 직
업훈련기관 보다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하는 대학일수록 수행평
가를 통해 학생별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에 매우 익숙하기에,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평가체계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 보다는 실질적으로 훈련생의 역량평가를 강화하여 성취도를 높이는 것에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비교해보면 주영주 외(2011)의
공학계열 특정과목의 학업성취도는 83점이고, 정애경 외(2010)의 공학계열 특정학기의 학점
(GPA: 평정평균점수)은 3.35로 이를 환산할 경우 74.4점으로 나타나, 4차 산업훈련과 대학 공학
계열 성취도를 동등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인 평가는 80점 내외로 학업성취 수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훈련과 일반 실업자훈련의 성취도를 비교해보면,
일반 실업자훈련은 2015년부터 훈련이수자평가를 받아왔기에 평가서류 및 자료 준비 등을 통한
평가체계는 형식적으로 더 잘 구비되어 있는 반면, 실질적인 훈련생 성취도 측면에서는 4차 산
업훈련에 비해 더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훈련의 도입 취지가 일반 실업자훈련과 달리
훈련수준을 높여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실무인재를 육성하는 것이기에, 성취도 수준이 4차
산업훈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수 훈련과정의 차별성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맞게 훈련교과와 프로젝트 내용을 연계
하여 협약기업 참여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및 취업 지원이 원활하고, 우수 훈련생 선발 및 중도
탈락 방지 등 체계적인 훈련생 관리가 이루어지며, 양질의 우수한 교강사를 확보함으로써 중고
급 이상의 고숙련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흡한 훈련과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 교과로 운영하지 않고, 훈련교과와 프로젝트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훈련목
표 및 수준에 맞는 훈련생을 모집하지 못함에 따라 훈련수준이 낮고, 내용의 차별성이 없어, 기
존 일반 실업자훈련과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훈련과정의 차별성 중에서 대학
과 직업훈련기관의 특성을 각각 살펴보면, 대학일수록 양질의 모집자원과 다양한 학과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함으로써 난이도 있는 융복합 고숙련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확인되었
다. 그리고 직업훈련기관일수록 훈련생 선발·상담·관리·취업지원·사후관리 등 훈련생 관리가 체
계적이고, 교강사·보조강사·협약기업 등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등 직업훈련 운영·관리의 체계
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서비스품질 인식도 차이와 이수자평가를 통
해 획득한 학업성취도 점수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 살펴본 훈련생 인식도는 대부
분 유사하였지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훈련서비스품질 중에서 취업지원과 행정지원이었다. 직업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관리에 해당되는 취업지원과 행정지원이 대학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기관유형별 우수과정의 차별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업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과 상담
관리, 중도탈락 방지, 우수 훈련생 포상,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훈련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우수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훈련생의 인식 결과와 우수과정 특성 분석 결과에서 공통
직업훈련기관은 평가계획-실행-결과관리 등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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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직업훈련기관의 차별성은 훈련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우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반면, 대학은 세 번째 연구문제에서 살펴본 학업성취도에서 직업훈련기관보다 더 높지만,
평가과정의 사례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관유형별로
이수자평가에서 어떠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관별 우수과정의 차별성을 살펴보면 대
적으로 나

학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훈련이수자평가에서 직업훈련기관은 평가계획-실행-결과관리 등

면

검증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훈련생의 실
력을 진단하는 성취도 평가에서는 대학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관유형별 우수과정
의 차별성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은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고숙련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학습능력이 뛰어난 훈련생 선발과 양질의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학습성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한 결과 훈련생의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업훈련기관은 훈련이수자평가에서 평가체계에 관한 형식적인 요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훈련생 인식도에서도 취업지원 및 행정지원에서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우수과정 특성에서도 훈
련생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계자 역할분담의 차별성이 확인된 바, 정부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오
랜 행정관리 노하우를 토대로 직업훈련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에서 높은 인식과 평가를 받고 있
었다. 즉, 직업훈련에 대한 오랜 행정관리 노하우로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사업에 익숙한 직업훈
련기관일수록 직업훈련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직업훈련에 최근 진
입한 대학일수록 훈련생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우수한 모집자원 및 교수진을 확보함으로
써 학습성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수 훈련과정의 차별성을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김영미(2018)와 강현주, 조대연(2017)
서 평가로 이루어지는 평가체계

은 4차 산업혁명의 인력양성 방향성에 대해 신기술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해 융복합 교육과정을

편
긴밀성과 유연한 학사관리 시
스템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4차 산업훈련은 대학 교육과정이 아닌 직업훈련체계에서 대학의 인
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실시한 훈련이지만, 대학이 실시한 4차 산업훈련의 차별성은 양질의
모집자원과 교수진을 통하여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고숙련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학습성
과 중심의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이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다양한 학문(전공)
을 융합할 수 있는 교육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그동안 구축해온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학협
개 하고, 산업수요 기반의 교육과정을 특화하기 위해 산학협력의

력을 강화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기에 선행연구가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의 인력양성 방향성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섯째, 4차 산업훈련의 노동시장 기여도는 취업률이 65%, 고용유지율이 72.9%, 평균 임금수
준이 217만원으로, 기관유형별로 대학에 비해 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이 더 높고(각 57.8%,
67.1%), 고용유지율은 유사하지만(72.8～72.9%), 평균 임금수준은 대학이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더 높았다(각 232만원, 213만원). 일반 실업자훈련의 성과와 비교해보면, 4차 산업훈련의 취업률
은 기간전략(64.8～65.7%)과 유사하고, 내일배움(50.5～52.6%)보다 더 높으며, 고용유지율은 기간
전략(57.8～60.7%) 및 내일배움(56.4～60%)보다 훨씬 더 높았고, 평균 임금수준도 기간전략(19
6～197만원) 및 내일배움(172～174만원)보다 더 높았다. 우선 4차 산업훈련 내에서 기관유형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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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직업훈련기관의 취업률은 대학에 비해 10% 정도 더 높지만, 평균 임
금수준은 대학이 20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생 인식도 및 학업성취도, 우수과정
차별성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훈련생의 취업지원 서비스 인식도가 높고, 훈련생 상담 관리 및 취
업지원과 사후관리 등 훈련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일수록 대학
에 비해 취업률이 높았다. 반면, 훈련생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모집자원과
양질의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한 대학일수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은 더 낮지만, 훈련생이
받는 평균 임금수준은 더 높았다. 취업지원 등 훈련생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직업훈련기관일수록 취업률은 높지만, 훈련생들이 취업처의 고용 여건에 맞춰서 빨리 취업하게
됨으로 평균 임금수준은 대학에 비해 낮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훈련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보
다는 훈련목표 및 수준에 맞춰 초기 양질의 모집자원을 선발하고, 고숙련 훈련과정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인 대학일수록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은 낮지만, 취업에 대한 훈련생의 기대치
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임금이 더 높은 일자리로 취업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높음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6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훈련생은 취업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를 높여 더 좋은 일자
리를 찾기 위해 더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취업률 인정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아 취
업률이 낮게 나타난 점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훈련과 일반 실업자훈련의
성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4차 산업훈련은 훈련시간과 커리큘럼이 일부 유사한 기간전략과 취업
률이 유사하고, 훈련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주로 서비스 직종 훈련이 많은 내일배움의 취업률
은 가장 낮았다. 고용유지율은 4차 산업훈련이 70% 이상으로 높지만, 기간전략과 내일배움은
60% 이하로 10% 이상 차이를 보여, 4차 산업훈련일수록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취업하고 있음
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평균 임금수준도 4차 산업훈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간전략이 높고,
내일배움은 가장 낮았는데, 서비스 직종 보다는 기간전략 직종의 임금수준이 더 높고,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융복합 직종일수록 임금수준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4
차 산업훈련일수록 난이도 있는 중고급 이상 훈련을 실시하므로,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숙련시키기에 임금수준이 더 높아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중식보조비와 그 외 사업주의 과세소득 최소화 입력 등을 보
정하여(상여금 추가, 시보기간 임금 보정) 훈련사업별 연봉을 추정한 결과, 4차 산업훈련 실시
대학의 훈련생 연봉은 최소와 최대 추정(①～③)을 고려하여 연봉 범위는 3,368～3,924만원으로,
2018년 당시 4년제 대졸 신입직 중소기업 초임 연봉(2,730만원)보다 월등히 높고, 최대 추정 연
봉(③)은 대기업 초임 연봉(4,060만원)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다(잡코리아, 2018). 4차 산업훈련
실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 연봉 추정 범위(3,102～3,613만원)는 대학보다 조금 낮지만, 이 역시
중소기업 초임 연봉보다 높고, 최대 추정 연봉(③)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 보다 조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일반 실업자훈련인 기간전략(2,878～3,350만원)의 최소 추정은 중소기
업 보다 조금 높지만, 최대 추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 보다 조금 낮으며, 내일배움
(2,542～2,957만원)의 최소 추정은 중소기업 보다 훨씬 더 낮고, 최대 추정은 중소기업 보다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 훈련 사업별 연봉 추정 결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임 평균 연봉
훈련성과 차이를

･

정선정 이문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역할 제언

59

잡코리아, 2018)과 비교하여 사업별 취업처 규모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훈
련 실시 대학의 훈련생들은 적게는 중소기업 보다 훨씬 더 높게 받고, 많게는 대기업 수준과 비
슷한 점을 고려할 때 훈련생들이 주로 4차 산업분야와 관련된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을 유추해 볼 있을 것이다. 특히 취업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 대학의 훈련 담당자들은 훈련생
들이 대부분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채용 공고를 기다리는 등 훈련생들의 취
업 기대치가 높음을 지적하였다(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20b). 훈련이 종료된 이후 훈련기관이 제
공한 취업처로 빨리 취업하기 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
더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단기간의 취업률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훈련 실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생들은 적게는 중소기업 보다 조금 더 높게 받고, 많게
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받고 있어, 훈련생들이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 이내 및 이상으로 취업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실업자훈련은 4차
산업훈련 보다 평균 임금수준이 더 낮아 더 낮은 연봉으로 추정되었는데, 기간전략은 중소기업
과 중견기업 이내로 취업하며, 내일내움은 다른 훈련 사업에 비해 훈련시간이 짧은 서비스 직종
이 많기에 평균 임금수준이 가장 낮고 연봉도 가장 낮게 추정되어, 훈련생들이 주로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 등 더 열악한 고용 여건으로 취업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결론을 종합해보면,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한 대학은 같은 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과
일반 실업자훈련을 실시한 기관보다 훈련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더 높은 직업능력을 갖춘
훈련생들은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용유지율과 임금수준이 더 높아
더 좋은 일자리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훈련 진입단계에서 대학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훈련생을 선발하고, 운영단계에서 4차 산업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 분야
를 다양한 학과의 전공기술을 융복합하여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양질의 교수진을 통해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대학의 명성과 브랜드 및 학사개
편 시 기존에 이미 깔아놓은 산학관계를 활용하여 협약기업의 훈련 참여율을 높여, 높은 수준의
우수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산출하는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핵심실무인재를 육성하는데 더 유리
한 입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과단계에서 대학은 같은 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과 일반
실업자훈련 실시기관에 비해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용여건은 더
길게 일하고, 더 많이 돈 버는 일자리로 고용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취업의 질이 더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같은 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은 처음부터 모집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초
학습능력과 동기부여가 다소 부족한 훈련생들까지도 선발하게 되어, 운영단계에서 훈련생 상담
관리 및 중도탈락 방지, 사후관리 등 훈련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서 우수성을 엿볼 수 있었
지만, 학업성취도는 대학보다 낮았다. 결과단계에서 지속적인 취업지원활동을 통해 수료 후 단기
취업률은 더 높지만, 대학에서 배운 훈련생들 보다 임금수준이 더 낮아 취업의 질은 대학보다
더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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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언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실업자훈련에 비해서도 학업성취도 및
노동시장 기여도가 높은 대학의 역할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
성 및 직업훈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신기술 고숙련 교육훈련의 인적·물적 인프
라 구축 및 산학관계 형성의 큰 강점을 지닌 대학이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할 필요가 있
4차 산업훈련에서 취업의

다. 정부 부처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예산은 2020년 현재 5,983이고, 2021

증액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은 직업훈련기관처럼 직업훈련 운영·
관리의 체계성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훈련생들의 실력을 키워 더 좋은 일자리로 취
업을 유도하는 데 더 유리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등 학습능력이 높은 우
수한 모집자원 확보에 유리하고, 학문 간 융복합 할 수 있는 다양한 학과 및 계열의 우수한 교수
진 확보에도 유리하다. 그동안 쌓아온 대학의 사회적 명성은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문을 어렵지 않게 두드릴 수 있는 우의적 위치에 있기에, 디지털 신기술 변화를 빠르게
반영한 훈련과정 설계·개발 및 취업처 발굴 등에서 산학관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현재 고
용노동부 지원 훈련사업에 대학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디지털 신기술 변화 트랜드
및 훈련의 질적 성과 창출에 강점을 지닌 대학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년은 9,266억원으로 예산

는 방책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은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을 잇는 가교역할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중고급 기
술자를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은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이 더 전제되어 있어 학습능력과 동기부여가 높은 졸업예정자나 졸업자 등 우수한 모집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난이도 있는 디지털 신기술 관련 융복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
다. 대학의 학위과정 내에서 AI대학원 등 석박사 고급인력을 육성하고 있지만, 학위 외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 하거나 실용적인 고급기술을 학습하고자 하는 등 교육훈련 수요도 충당하여야 한
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빠르게 변화
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를 육성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내 다양한 학문과 우수한 교수진을 활용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커리큘럼과 교
수학습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일반 훈련시장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실시하는 우수 훈련과정은 다양한 학부·학과·스쿨 등 다소 이질적일 수 있는 학문
의 결합으로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융복합 훈련과정을 설계·개발하였다. 각 학과 등과 관계하고
있는 현업전문가를 외부 특강강사 및 멘토로 초빙하여 한 훈련과정에 30명 내외의 우수한 내외
부 교수진을 구성함으로써, 훈련생들이 폭넓은 지식·기술과 경험을 교류하고 익힐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해 주고 있다. 대학은 지속적으로 학문과 현업의 소통 및 운영 상의 시행착오 등을 반영
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융복합 훈련과정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기에, 우수한 커리큘럼 및 교
수학습기법 등을 발굴하여 일반 훈련기관에 공유·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은 기존 형성된 산학관계를 활용하여 기업과 함께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핵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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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미 교육부 지원사업 등을 통한 학사개편으로 산학관계
를 형성·유지하고 있고, 기업과의 관계에서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대학의 명성과 브랜드, 사회적
인식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이 어려워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 신기
술 분야의 인재 육성에 대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고급 R&D 인력 및 핵심실무인재 등을 육
성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오랜 행정관리 노하우를 토대로 직업훈련 운영과 훈련생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의 역할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
지털 신기술을 융복합 훈련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해 산학협력을 더 강화하고, 다양한 훈련분야
(학문, 전공 등)를 융합하여 창의적인 훈련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훈련분야가 다른 직업훈련기관
들과의 컨소시엄 뿐만 아니라, 대학과의 컨소시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산학협력을 통해
산업수요 기반의 훈련과정을 특화하여 훈련교과와 프로젝트의 연계성이 더 강화될 것이고, 훈련
교과 내에서 직접 실시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훈련기관 및 대학과의 컨소시엄을
인재를 육성시

통해 다양한 융복합 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4차 산업훈련은 디지털 신기술에 관한 유사하거나 이질적인 지식·기술 및 학문 간의 융
복합을 통해 설계된 커리큘럼으로 훈련과정 수준이 높아 학습진도를 잘 따라가지 못해 중도탈락
자가 발생할 수 있는 훈련으로, 훈련생 개인별 상담·관리에 강점을 지닌 직업훈련기관은 초·중·
고급 내용을 동일한 훈련과정에 편성하기 보다는 초급과 중·고급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맞춤식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훈련목표 및 수준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습능력이 뒷
받침되는 우수한 모집자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직업훈련기관은 훈련생
모집 저조로, 학습능력이 매우 다른 훈련생을 모두 모집하여 한꺼번에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4
차 산업훈련이 중·고급 수준으로 실시되지 못한 미흡한 과정도 존재하였다. 훈련생 학습수준에
맞는 소그룹 단계별 맞춤훈련이 필요하지만, 현행 훈련비 지원체계는 훈련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준이 다르더라도 한 곳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4차 산업훈련과 같이 가까운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훈련사업은 훈련인원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 일반훈련과 달리, 산학협력 및 프로그램 설계·개발, 신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훈련인프라 구축 등이 동반되어야 양질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준별
학습을 위한 소그룹 맞춤훈련은 인원에 따른 비용지급이 아닌 일정비용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
가 있고, 양질의 학습환경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
원 범위의 확대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훈련기관은 현재 실업자·구직자를 중심으로 4차 산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대
상을 재직자로 더 확대하여 재직자가 미래사회의 역량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재직자에
대한 향상훈련과 경력개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익숙한 훈련과정을 빠
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수요에 기반하여 새로운 지식·기술 및 트랜드를 융복합하여 재직자를
위한 4차 산업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재직자들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용·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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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본 연구에서 중장기 훈련성과로 분석한 취업률, 고
용유지율, 임금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훈련성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변
인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취업률, 고용유지율,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지 탐색하여, 어떠한 변인이 훈련성과에 영향을 주며 그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심
도 있는 분석 결과는 직업훈련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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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 d is to anal e the ed cational and training er ormance o ne digital
technolog ields, dra
se l im lications, and s ggest the role o niversities and vocational
training instit tions. A er ormance anal sis as cond cted
selecting a ro ect(Training
ro ect eading the 4th Ind strial evol tion, hereina ter 4th Ind strial Training ) rom the
inistr o Em lo ment and a or, in hich ed cation and training and em lo ment data are
s stematicall managed com ared to other ministries. The s ect o the st d is training
data (79 co rses, 1,772 trainees) o 28 ed cational and training instit tions that cond cted the
4th ind strial training in 2017-2018. The ro ect er ormance as divided into short-term and
medi m-term, and the com letion rate, satis action, achievement, rogram di erentiation and
contri tion to the o market (em lo ment rate, em lo ment retention rate, age level) ere
anal ed.
First, the overall com letion rate o the 4th Ind strial Training as 77.2 , and there as
no di erence in the com letion rate et een niversities and vocational training instit tions.
econd, the level o recognition o trainees as high in the alit o training service (3.95)
and satis action in training (4.03), t em lo a ilit (3.68) as relativel lo . The degree o
recognition o trainees
as higher in vocational training instit tions onl
or some
s - actors (em lo ment s ort, administrative s ort) o the alit o training service,
and most others ere similar. Third, the achievement o trainees as 82.92 oints in 2017
and 77.49 oints in 2018 according to the eval ation criteria or each ear, and the
achievement o trainees ho artici ated in college as higher, t there as no statisticall
signi icant di erence d e to the small n m er o com arative co rses. Fo rth, the distinction
o excellent training co rses is that
linking the training c rric l m and the contents o the
ro ect according to the ield o the 4th ind strial revol tion, the ro ect exec tion and
em lo ment s ort thro gh artici ation in the artner com anies are smooth, and the
s stematic management o trainees s ch as the selection o excellent trainees and the
revention o dro o ts is er ormed. In addition, it as o nd that high-skilled training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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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d o t
sec ring high- alit , excellent instr ctors. igher-skilled training as
cond cted
sec ring high- alit recr itment reso rces and excellent ac lt in vario s
de artments in niversities, hereas vocational training instit tes con irmed the s stemicit
o trainee management s ch as selection, co nseling, management, o s ort, and ollo management. Fi th, the em lo ment rate o the 4th Ind strial Training as 65 , the
em lo ment retention rate as 72.9 , and the age level as 2.17 million on. om ared to
niversities, the em lo ment rate o vocational training instit tions is higher and the
em lo ment retention rate is similar, t the age level o niversities is higher than that o
vocational training instit tions.
As s ggestions, niversities need to activel
artici ate in the vocational training ield
related to the 4th Ind strial evol tion, la a ridge et een school ed 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and share the est ractice vocational training market discovered in
academic management. ocational training instit tions rther strengthen ind str -academia
coo eration, develo and o erate creative convergence co rses thro gh consorti ms ith
other vocational training instit tions and niversities, cond ct c stomi ed training or each
small gro , and im rove training so that inc m ents can res ond to changes in ca a ilities
in the t re societ . And it is orth a ing attention to career develo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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