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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훈련 교 · 강사를 모집단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직업훈련기관 수준에서의 
패널조사 표집설계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교·강사 실태조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체계적인 조사 설계를 위한 요소인 목표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을 제안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실증 자료 분석을 토대로 데
이터의 대표성, 자료 수집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추출단위, 외층변인과 내층변인을 고려한 표
본추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패널의 단위를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 패널로 선정된 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훈련 
교 · 강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2단계 층화 비례 표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패널조사 표본 설계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of designing a systematic panel survey at the institutional level to lay the foun-
dation for data-based decision-making using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instructors as the population. In this study, the target 
population and sampling frame, which are the main elements necessary for planning a panel survey, are proposed. Also based on 
expert advice and empirical data analysis, the sampling unit and sampling method taking into account the outer and inner variables 
are presented,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data, the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of data colle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with the unit of the panel as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a two-stage stratified proportional sampling plan is 
proposed so that the institution selected as the panel and the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instructors belonging to the institution 
can participate in the survey. Based on this, implications for the panel survey sample design are presented.

Key Words: Panel survey,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instructors, Two-stage stratified proportional sampling, Target population 
and sampling frame, Panel survey sampl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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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종단 자료 구축이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초 연구로서의 표

집설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중요 정보에 대한 추이 및 시계열 분석을 위해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s) 설계가 권장되며,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동일 항목을 반복 측정하는 추이(trend) 조사, 동일 

대상을 추적 조사하는 패널(panel) 조사, 특정 카테고리에 포

함된 집단을 반복 조사하는 코호트(cohort) 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6].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교육, 복지, 기업경영, 정보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8종에 달하는 국내 승인 패널

조사가 수행 중이다. 일례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는 한

국노동패널조사와 사업체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1에

서 수행하는 인적자본기업패널연구(HCCP)와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KEEP),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

사,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1998년 시작한 한국노동패널연구과 더불어 

2004~2010년 사이에 연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시

행되고 있다. 그러나 훈련 교 · 강사에 대한 패널자료 축적 및 

활용을 위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가 없다. 이는 패널

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비용, 인력, 행정 측면에서 고부담일

뿐만 아니라, 분야의 특성상 훈련 교 · 강사의 이직이 다른 직

업군에 비해 높은 편[2]이기 때문에 실제 패널 조사의 가능성

(feasibility)에 대한 의문이 야기될 수 있다. 하지만 가까운 미

래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7], 직업능력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훈련 교 · 강사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매년 일정하게 수집하지 않는다면 실

효성 있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설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직업

훈련교사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강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훈련분야의 특수성, 훈련 

교 · 강사가 직업훈련기관에 소속된 위계적 자료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조사 도구를 반복 측정할 수 있는 추이 조사 방식을 

지향하면서도 자료 구조의 안정성과 표집의 용이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훈련기관 단위에서의 패널 조사 구

축을 통해 표집 기관 소속내 훈련 교 · 강사는 조사시기에 따

라 응답자를 달리 표집하는 실태조사 방안을 제시하고 그 가

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조사모

집단을 정의하고, 활용 가능한 표집틀을 마련하며 표집방법, 
표집절차 등을 명세화하였다.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21년 5월 18일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함

I. 서 론

우리나라는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서 직업훈련

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훈련 교 ·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
들의 재교육 강화를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수립하

는 등[1] 훈련 교 · 강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안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안이 실효성을 가지

기 위해서는 훈련 교 · 강사의 업무 및 처우 수준 등에 대해 데

이터를 수집하여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실증자료에 근거한 훈련 교 · 강사의 실태 파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체계적이고 주기

적인 데이터 수집의 부재와 직업훈련기관의 특수성에 기인

한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훈련 교 · 강사 대상의 실태파악 연구가 수행된 적은 있으나 

대체로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용으로 일회적으로 조사되었

으며[2,3], 결과적으로 기존의 훈련 교 · 강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가 개별 데이터로 흩어져 있고 조사항목 또한 상이하여 

데이터의 지속적 가치나 여러 데이터 연계를 통한 활용도 제

고를 도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조사

대상자 선정이 편의표집 방식으로 진행되어 분석 자료의 대

표성 및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도 제한적일 수 있다. 더불어, 
실태조사 시행 측면에서도 직업훈련기관의 협조를 얻는 데

에 한계가 있는데, 이는 직업훈련기관들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훈련과 관련된 비용을 단가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4] 인건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원가 등을 공

개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직시하면서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과 지능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

련시장의 양적인 팽창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교육 · 훈련의 

질적 도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교육 · 훈련의 질을 결정하

는 훈련 교 · 강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데이터 기반 훈련 

교 · 강사 양성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질(quality) 관리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5]. 따
라서 훈련 교 · 강사 집단의 입직, 근로조건, 훈련과정 시행, 인
식, 역량 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문조사 표집설계 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목적과 기능, 주관 

기관 등에 따라 자료의 수집-분석-결과 산출 및 활용이 특정 

시기에 일회적으로 수행되는 횡단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고, 
훈련 교 · 강사에 대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주요 정

보에 대한 추이(trends)와 변화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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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조사(panel survey), 순환패널조사(rotating panel study), 
분할패널조사(split panel survey)가 있다. 반복조사는 동일한 

모집단으로 수차례 조사하지만 추출한 표본을 동일하게 유

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방법이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응

답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해서 조사하

는 방법이다. 동일 표본에 따른 순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에 유용하고, 개인 내 혹은 개인 간 차이를 추적하는데 적합

하다. 순환패널조사는 응답자들의 조사 횟수가 제한되어 있

어 제한된 조사 횟수가 지나면 그 집단의 응답자들은 새로

운 응답자들로 대체되는 방법이다. 패널조사의 편향성 방지

와 표본 유지에 대한 비용과 관리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된다. 분할패널조사는 앞에서 살펴본 반복조

사, 패널조사, 순환패널조사를 혼합한 방식으로 패널조사의 

순수 변화 측정, 반복조사에서 새로 진입한 응답자의 영향력 

측정, 패널조사의 지속에 따른 편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12].
패널조사 방식의 유형과 더불어 패널의 단위에 대한 고려

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18개 국가승인 패널 조사의 경우 조

사 단위가 개인(예,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일 수도 있지만, 조사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가구

(예,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재정패널조사)가 

패널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기업(예, 인적자본기업패널조

사, 사업체패널조사)이 패널 단위가 되어 반복 표집되는 기

업 내 근로자는 바뀌는 방식도 활용 중이다. 평생학습시대에 

인적자본관리 및 개발 측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유사

한 목적과 취지에서 도입된 패널조사로는 한국직업능력연구

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WPS)를 들 수 있다. 먼저 HCCP는 기업의 인

적자원의 특성 및 현황 파악, 개발 투자, 기업 구성원의 숙련 

수준 및 형성 과정, 그에 따른 성과 분석을 위한 외부 데이터

의 연계 등 체계적 기업패널연구로 종단적 추이와 인적자원

활동 효과의 동태적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13]. 2005년
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며, 3차부터 6개 산

업과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 층화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500개의 기업을 표집하고, 해당 기업의 근로자 조사를 위해 

팀장 4,000명, 팀원 11,000명을 조사하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패널 연구이다[14]. WPS 또한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황을 사업체의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종단 연구로, 사업체의 고용 구조와 노동 수요, 인적자

원 관리 시스템, 노사관계, 근로자 직무 특성 및 교육 훈련 등

을 조사하고자 전국 사업체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을 모집단 대상으로 하여 지역, 산업, 사업장 규모를 외층으

유사한 조사설계의 형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

널조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기업대상 인적자원패널조사

를 예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설계는 기관 단위의 패널

조사 설계를 통해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비교적 용이한 기관 

단위에서의 추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표집설계를 통해 기관 설문과 훈련 교 · 강사 대상 설

문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훈련 교 · 강사 수급-지원-
활용-역량개발 등에 대한 양적,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이러

한 요소에 대한 변화 발전과정을 직업훈련기관의 요인과 연

계하여 기관단위에서의 종단적 추이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표집설계를 위한 세부 정보들은 향후 

실태조사의 주체 및 가용 데이터에 따라 조사의 목적 및 용

도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A. 패널조사 개요 

패널조사(panel survey)는 동일한 조사대상(표본)의 조사 

단위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두고 동일한 질문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수집하는 조사를 의미한다. 특정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어 고정된 조사대상의 전체를 패널이라고 한다. 패널

조사는 포함하는 조사 단위에 대해 여러가지 관찰 결과를 제

공받을 수 있다. 
패널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이다. 한 번의 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장기적 효과나 누

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에 특히 유용하다. 조사 단위 간 차이

와 조사 단위 내에서의 차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패널조사

는 횡단조사나 시계열조사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반복적 접근을 통해 응답자들이 연구의 목적을 보다 잘 이해

하고 정확한 응답을 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8,9]. 이러한 특

성 때문에 패널조사는 사회변화 혹은 개인 태도나 행위 변화

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에 가장 적합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준

다[10]. 반면 패널조사의 단점은 패널 유지 비용과 시간이 많

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동일 대상을 장기간에 거쳐 반복 조

사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해야 하는 응답자 집단을 

구성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어렵다. 특히, 패널 이탈이 무작위

로 발생하지 않고 특정 대상이나 집단에서 발생할 경우, 표
본에 남아있는 패널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가 어렵

다[11]. 이에 패널 이탈에 따른 혼재된 변수들의 통제가 어려

워 내적 타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패널조사 방식의 유형으로는 반복조사(repeate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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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훈련교사 관련 선발/고용실태/근로조건/강의/역량개발, 
훈련생 모집, 표준훈련비와 기관평가, 직업훈련 관련 정책 평

가를 포함하였다. 훈련 교 · 강사용 설문에서는 인구 · 사회적 

배경, 입직, 이전 직장, 근로조건, 강의, 훈련교사 업무, 역량 

개발, 직업의식, 훈련생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실태조사는 

2010년 당시 HRD-Net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훈련기관과 재

직중인 직업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집 방식은 

HRD-Net에 등록된 기관을 표집틀로 하고 종사자 수를 고려

하여 추출하는 2단계 층화 표집을 하였다. 외층변수로는 지

역과 기관 유형(민간/법인 직업훈련학교, 사업체 단체 훈련

시설, 학원)을 설정하였으며, 직업훈련기관 415개, 직업훈련

교사 1,0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Kim 등[16]는 Yoo 등[2] 연구에서 진행되었던 연구의 성

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직업훈련교사의 노동시장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고, 직업훈련교사의 고용, 임금, 직무 내용, 근로

조건, 노동시장 내 이동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여 직업훈

련교사 및 직업훈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실태조사는 직업훈련교사 개인과 직업훈련교

사가 고용되어 있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의 두 가

지 유형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항목은 Yoo 등[2]와 유

사하였다. 표집 방식은 2012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전

수 조사한 ‘2012년 직업능력개발 집체훈련비용 실태조사’의 

대상 기관을 바탕으로 지역과 직업훈련기관 유형(직업훈련

학교, 학원)으로 구분한 2단계 층화 표집을 채택하였다. 외층

변수로는 지역과 기관 유형(직업훈련학교, 학원)을 설정하여 

직업훈련기관 469개, 직업훈련교사 884명을 대상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다[16].
Yang 등[18]은 직업훈련 심사평가에서 훈련 교 · 강사 요소 

반영의 효과 연구에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 시 이들에 대한 평가가 처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훈련 교 · 강사의 처우 

로 3,916개소를 층화 표집하여 격년마다 시행하여 2020년 기

준 8회 조사를 통해 횡단면 및 종단면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15]. 이러한 선행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훈련 교 · 강사는 

직업훈련기관에 소속되거나 해당 기관(들)에서 필요한 훈련

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료의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며, 패
널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자료의 지속적 확보를 통한 데이

터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패널조사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B. 훈련 교 · 강사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앞서 언급하였듯이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서의 패널조

사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는 관계로 내용적 측면에서 훈련 

교 · 강사의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 연구 사례 위

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에 Yoo 등의 직업훈련교사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2], Kim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16], Yang 등의 직업훈련 심

사평가에서 훈련 교 · 강사 요소 반영의 효과 연구[17]를 대표

적으로 조사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횡단연구, 종단연

구의 특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여 시행되는 연속 연구가 아닌, 해당 연구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일회적으로 시행된 연구임을 미리 밝혀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연구의 목적과 기능을 확립하는데 있어 조사

에서 무엇을 담아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는 중요하기 때

문에 직업훈련교사를 대상으로 주요 관심 내용을 어떠한 표

집 방식으로 조사하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Yoo 등은 직업훈련교사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2]에서 직업훈련교사의 노동시장 및 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업훈련교사의 고용 및 직업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직업훈련교사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

다. 설문내용과 관련하여 기관장용 조사영역은 크게 해당 기

표 1. 훈련 교·강사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Table 1. Prior research related to the survey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instructors

구분
직업훈련교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1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15)
직업훈련 심사평가에서 훈련 교 · 강사 요소 

반영의 효과 연구(2020)

연구유형 횡단연구 횡단연구 횡단연구

모집단
① 직업훈련교사

② 직업훈련기관

① 직업훈련교사

② 직업훈련기관
2019년 통합심사 당시 활동했던 

훈련 교 · 강사

표집방식 2단계 층화 표집 2단계 층화 표집 층화 표집

외층변수

지역, 기관 유형

(민간/법인 직업훈련학교, 사업체 단체 

훈련시설, 학원)

지역, 기관 유형

(직업훈련학교, 학원)

훈련 직종(NCS 소분류), 훈련 교 · 강사의 

경력, 훈련기관 소재지

표집규모
① N=1,038
② N=415

① N=884
② N=469

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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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패널 표집설계를 통한 훈련 교·강사 실태조사 방안 연구 

2명을 대상으로 1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대상 실태조사

를 수행한 박사급 연구원 1명과 1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HCCP 패널조사 담당 센터장 1명을 대상으로 2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표집설계를 수행한 표집전문가 박사급 연구원 1
명과 1회 등 총 5회를 실시하여 패널의 단위에 대한 고려, 외
층변수 선정에 대한 논의, 표집 규모에 대한 논의 및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설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의 결과를 토대로 목표 모집

단 구성 및 표집 설계를 위한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수행함

으로써 향후 파일럿 시행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실증자료 분석을 위해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제공받은 『최근 3년간의 기관인증정보

('17~'19)』데이터를 활용하여 표본추출틀을 구성하여 파일럿 

표집 시행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표집 설계 단계에서 표집 

규모를 결정하는데 있어 통상적으로 목표 표본오차를 제시

하고, 이를 고려하여 표본규모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

규분포를 가정하고 표본오차(e)를 의 

공식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파일럿 시행을 위해 제안된 표

본규모의 표본오차를 산출하였다(Z=신뢰수준에 대응하는 

Z 값; p=관찰치, 보통 최대 표본오차를 구하기 위하여 p=0.5
를 사용; n=표본의 크기). 더불어 이 공식에 기반하여 향후 

실제 패널 연구 시행 시 통상 통계청에서 전국단위 자료 작

성 시 허용하는 목표 표본오차 2~3%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

되는 표본 크기를 제안하였다. 

IV. 연구결과

A. 목표 모집단 선정 및 표집 설계 방안 모색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목표 모집단을 명세화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배경 변인, 입직, 
근로조건, 복리후생 및 임금, 강의, 업무, 훈련생 관리, 역량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집 방식은 2019년 집체훈련 통

합심사 시 입력한 훈련 과정별 강사배정자료에 입력된 강사

들을 대상으로 추출한 층화표집으로 하였다. 외층변수로는 

훈련 직종(NCS 소분류), 훈련 교 · 강사의 경력, 직업훈련기관 

소재지로 설정하여 약 2,000여명의 훈련 교 · 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17]. 

III. 연구설계

A.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훈련 교 · 강사와 직업훈련기관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되, 직
업훈련기관을 패널의 단위로 삼아 추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기관의 운영 · 행정 · 제도적 변화와 차이가 훈

련 교 · 강사의 훈련교육의 질 관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

는지를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사설계 방안을 마

련하고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

석자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제공받

은 『최근 3년간의 기관인증정보('17~'19)』 데이터를 분석하

여 직업훈련기관의 상세정보를 바탕으로 외층 및 내층변인

을 고려한 표집방안을 마련하고, NCS 직종이나 지역별 훈련 

교 · 강사의 분포 등을 파악하여 표집절차 방안을 마련하였다. 

B. 연구방법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첫째, 모집단 선정과 

설계한 표집틀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

구 설계를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훈

련 교 · 강사라는 이직과 진입이 비교적 유동적이며 여러 직업

군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교

육훈련을 담당하는 특수 집단을 모집단으로 삼고 있고, 국내 

훈련 교 · 강사 대상 지속적인 조사설계 연구의 가능성을 처음

으로 파악하는 기초연구 단계이므로 향후 연구의 안정성, 지
속성, 효율성을 고려한 표집 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검토 및 의견이 중요하다. 이에 직업훈

련분야의 전문가와 종단연구, 표집 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관련 데이터를 실

제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기술연구원 1명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직업훈련 센터장 

표 2. 전문가 자문 참여자의 인적 특성 

Table 2.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xpert advisory partici-
pants
연번 이름 직급 소속

1 이ㅇㅇ 기술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2 이ㅇㅇ 센터장 직업능력심사평가원

3 한ㅇㅇ 센터장 직업능력심사평가원

4 양ㅇㅇ(Ph.D) 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5 황ㅇㅇ(Ph.D) 센터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6 박ㅇㅇ(Ph.D) 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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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훈련 교 · 강사의 이직 또는 이탈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2] 패널 연구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패널의 단위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훈련 교 · 강
사 집단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부재한 현

실에서 처음부터 패널의 단위를 교사 단위로 하기보다는 직

업훈련기관을 패널의 단위로 하되 기관 내 훈련 교 · 강사에 

대한 정보 수집은 횡단 조사 방식을 취함으로써 패널 연구의 

규모를 유지하고 패널 기관이 이탈할 경우 대체 기관을 사전

에 확보하여 패널 연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B. 실증자료 분석을 통한 표집 설계 명세화 및 절차 마련

앞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

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료의 분포를 파악하고 표본추출

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관 단위의 패널 구성을 위

해 기관인증 평가년도, 평가대상, 훈련기관유형을 고려하

여 구체화하였으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

서 제공받은 『최근 3년간의 기관인증정보('17~'19)』 데이터

를 활용하여 표본추출틀을 구성하였다. 조사 모집단 기준으

로는 첫째, 3년간 훈련기관 인증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 

수준에서 2019년 기준 훈련과정 인증을 받은 3,810개 기관

과 2019년에 평가받지는 않았지만 2017년 혹은 2018년에 우

수기관으로 선정된 632개 기관을 표본에 포함하였다(표 1 참
조). 훈련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발될 경우 최대 3년까지 그 

인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전 년도 우수기관을 표집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모집단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목표 모집단을 명세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

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및 사업주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 직업훈련기관 집단(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원, 관계관청 관할 타 법령에 따른 

고 패널 단위를 고려한 층화 변인을 선정하기 위한 방안 수

립의 첫번째 단계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모집단 선정을 위해 직업

훈련기관 유형에 따른 포함여부를 논의한 결과, 직업훈련기

관을 직업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학원, 학교, 타 법령에 따

른 시설, 사업주 단체의 총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표집

설계틀 마련을 위해 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단체, ② 평생교육시설, ③ 학원, ④ 관계관청 관할 타 법

령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을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제

안되었다. 반면 교육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사업주/사
업주단체 등의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교
육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공공훈련 기관이며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또한 사업주가 직접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른 기관유형과는 

달라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목표 모집단을 표집 설계 

단계에서 동질적으로 구성하여 패널 조사 결과가 향후 고용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유의미한 정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국가수준에서의 표집 설계 시(예, HCCP, WPS), 임

의표집(random sampling)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

집단 대표성을 확보하면서도 표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

층변수를 활용한 층화 표집 설계를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이에 표집을 위한 외층변인의 선정이 중요하며, 선행

연구[15]를 비롯하여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외층변인으

로 NCS 대분류(24분류)와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를 고려

하였다. 더불어 표집 시 고려할 점으로 훈련과정이 개설되는 

분야가 편중되어 있어 직종에 따라 고르게 표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내층변수와 관련해서는 기관의 규모를 고

려할 수 있도록 훈련 교 · 강사 수나 과정 수를 고려하였다. 
셋째, 패널의 단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훈련 교 · 강사 

개인 수준 또는 HCCP나 WPS와 같이 직업훈련기관이 패널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기관 단위에서의 패널 데이터 구

축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효과성, 질 관

리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추이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기관

과 훈련 교 · 강사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함에 따라 조사 자료

의 내재적 구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훈련 교 · 강사의 업무, 직
장 만족도, 처우, 관련 정책의 효과성 등을 시계열적으로 파

악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개인보다 기관의 추적 조사가 용

이한 장점이 있다. 한편 훈련 교 · 강사 개인을 추적조사 할 경

우 훈련 교 · 강사의 입직, 이직, 이탈 등의 경로와 그에 따른 

처우와 고용 실태, 교육훈련 현황 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

악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직업훈련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 정보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표 3. 기관인증 평가 년도와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Table 3. Classification according training institution certifica-
tion evaluation year and evaluation target

신규기관 실적보유 우수훈련기관 합계

2017
N 871 2,196 264 3,331

% 26.2 65.9 7.9 30.9

2018
N 1,124 2,133 388 3,645

% 30.8 58.5 10.6 3.8

2019
N 1,068 2,475 267 3,810

% 28.0 65.0 7.0 35.3

합계
N 3,063 6,804 919

10,786
% 28.4 63.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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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고려하여 비례 표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단계를 적용함으로써 향후 파

일럿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표집을 위해 다음의 기

준을 활용하였다. ① 외층변수로는 NCS대분류(24분류)와 소

재지(수도권/비수도권)를 활용하였다. ② 기관별 NCS 직종

이 2개 이상으로 파악되면 기관내 직종별 훈련과정 운영 수

를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큰 직종을 해당 기관의 대표 직종

으로 상정하였다. ③ 대표 NCS 직종별 비율에 따른 비례 표

집 시, 제곱근 비율에 따른 표집 방식을 적용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비율로 분포된 직종의 표집 비율은 낮추어 ‘정보통

신’ 직종과 같이 비율이 낮은 직종 또한 좀 더 골고루 표집되

도록 하였다. ④표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층변수로는 각 

기관별 대표 NCS 직종의 강좌운영수를 산출하여 강좌 운영 

규모에 비례한 체계적 표집 방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PPS) 방식을 적용하였다. 강좌의 규모가 기관이 클수록 

직업훈련기관)을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에 같이 2,917개 직업훈련기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

되었다. 기관수준에서는 ‘06.보건·의료’ 직종이 가장 비율이 

높았고(25.8%), ‘01.사업관리’와 ‘17.화학’은 0%로 모집단 틀

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 의견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집 방식은 2단계 

층화 비례 표집 방식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관을 표집하고, 표집된 기관 내에서 그 규모에 따라 훈련 

교 · 강사를 표집하였다. 그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층화 추

출(stratified sampling)을 채택하여, 표집 대상을 외층으로 분

류하고, 각 층에 할당된 표본을 비례 표집하였다. 또한 2단계 

추출의 단계에서 군집 표집(stratified sampling)의 특징을 갖

는데, 표집 대상(훈련 교 · 강사)을 직접 추출하지 않고 1단계 

표집 단위로 기관을 표집한 이후, 해당 표집 기관에서 교사

를 임의표집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2단계 표집된 기관 내

에서 최종 목표 훈련 교 · 강사 수는 해당 기관의 훈련 교 · 강사 

표 4. 외층(NCS 직종 및 지역)별 조사 모집단 분포

Table 4. Distribution of survey population by outer class(NCS job type and region)

구분
지역(빈도) 지역(%) 제곱근 비례

비수도권 수도권 소계 비수도권 수도권 소계 비수도권 수도권 소계

01. 사업관리 0 0 0 0 0 0 0 0 0

02. 경영·회계·사무 306 252 558 10.49 8.64 19.13 9 8 17

03. 금융·보험 0 6 6 0 0.21 0.21 0 1 1

04. 교육·자연·사회과학 1 2 3 0.03 0.07 0.10 0 1 1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6 9 15 0.21 0.31 0.51 1 2 3

06. 보건·의료 426 326 752 14.6 11.18 25.78 11 9 20

07. 사회복지·종교 18 20 38 0.62 0.69 1.3 2 2 4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35 66 101 1.2 2.26 3.46 2 5 7

09. 운전·운송 13 13 26 0.45 0.45 0.89 2 2 4

10. 영업판매 2 10 12 0.07 0.34 0.41 0 2 2

11. 경비·청소 13 13 26 0.45 0.45 0.89 2 2 4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07 106 213 3.67 3.63 7.3 5 5 10

13. 음식서비스 150 124 274 5.14 4.25 9.39 6 5 12

14. 건설 117 79 196 4.01 2.71 6.72 6 4 10

15. 기계 61 66 127 2.09 2.26 4.35 4 4 8

16. 재료 28 17 45 0.96 0.58 1.54 3 2 5

17. 화학 0 0 0 0 0 0 0 0 0

18. 섬유·의복 34 21 55 1.17 0.72 1.89 3 2 5

19. 전기· 전자 56 56 112 1.92 1.92 3.84 4 4 8

20. 정보통신 28 85 113 0.96 2.91 3.87 2 6 7

21. 식품가공 26 29 55 0.89 0.99 1.89 3 3 5

22. 인쇄·목재·가구·공예 67 59 126 2.3 2.02 4.32 4 4 8

23. 환경·에너지·안전 15 18 33 0.51 0.62 1.13 2 2 4

24. 농림어업 16 15 31 0.55 0.51 1.06 2 2 4

합계 1,525 1,392 2,917 52.3 47.7 100 75 7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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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실제 기관 패널조사를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효율적

인 자료 수집을 위해 표집된 기관을 사전 접촉하여 사전조사 

단계에서 연구의 취지를 소개하고, 기관내 훈련 교 · 강사 명

단 및 연락처 정보, 기관별 프리랜서 중복 표집 점검 등의 단

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파일럿 시

행을 위한 표집 규모를 산정하고, 주어진 표집 규모에 따라 

표집 분포를 파악하였다. 통상적으로 표집 규모 산정을 위해

서는 생산되는 통계의 목표 표본오차의 크기와 주어진 예산 

및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가 실제 패

널연구를 상정하고 본 시행을 위한 표집 규모를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집 절차를 구체화함으

로써 향후 파일럿 시행을 위한 기초 설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예산에 근거하여 향후 

파일럿 시행을 위해 기관 수준에서 조사 대상의 약 5%에 해

당하는 150개 기관에 대해 기관별 교사 수의 중앙값(50% 중

위수)을 참고하여 기관별 6명을 가정하여 총 900명을 표집하

였다. 결과적으로 표본수 900개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

뢰수준을 기준으로 최대허용오차가 ±3.27%p로 나타났다

( ). 통상적으로 통계청에서 국가

통계 자료 작성 시 권고되는 목표 표본오차가 2~3%임을 감

안하면 다소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실제 조사

연구가 연구결과의 활용도에 따라 외층변인인 지역소재지별, 
NCS 직종별 집단 차이 등을 추가 분석하고자 할 경우 표집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통계청 기준 지역별 분석 시 약 

5~10% 목표 표준오차를 도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를 위

한 실질적인 예산 산정이 요구된다. 표 6에서 제시한 바에 따

르면, 국가수준에서 타당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즉 

목표 표본오차가 3% 이내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소 1,100
여명 정도가 설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훈련 교 · 강사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

표집될 확률이 커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훈련 교 · 강사가 표

집될 확률을 유사하도록 하였다. 실제 자료 분석결과, 기관

별 훈련과정 수의 중앙값(50% 중위수)은 5개이며, 평균값

은 9개로 나타나 우측으로 편포된 분포를 보였다. 또한 표준

편차 또한 16.1로 기관별로 과정 수의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1개의 과정만 개설된 기관 또한 373개
(12.8%)로 나타났다. ⑤ 다음으로 기관별 교사 수를 파악하

여 소규모 직업훈련기관은 최종 표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기관수준에서의 패널 연구를 실제 시행할 경우 기관 표

본의 지속성 및 기관 내 응답할 적정한 훈련 교 · 강사 확보를 

위해 표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

종 조사 모집단을 확정하였다. 
표 4의 오른쪽 칼럼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기관 단위에

서의 표집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예산

에 맞추어 파일럿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의 성격을 갖고 있

으며, 따라서 기관 수준에서 조사 대상의 약 5%에 해당하는 

150개 기관을 제한적으로 표집할 것을 상정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 층화 표집 단계에서 기관 수준의 분포를 

파악한 후 표집된 기관별 훈련 교 · 강사의 조사대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관별 훈련 교 · 강사 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관별 교사 수 중앙값은 7명이며, 평균값이 12.1명 

정도로 편포된 분포를 보였고, 기관별 1명의 훈련 교 · 강사만 

있는 기관은 111개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

인 추이 연구를 위해서는 소규모 직업훈련기관은 표집 대상

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표집된 

직업훈련기관 내 설문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실제 자료 

분석에서 기관별 소속된 훈련 교 · 강사가 6명 이하의 경우가 

46.7%로 나타나 표집 기관의 훈련 교 · 강사 수가 6명 이하인 

경우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확인하였

다. 따라서 기관에 소속된 훈련 교 · 강사 수가 7명 이상의 경

우 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비례표집 방식을 통해 설문조사 

대상을 임의 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NCS 직종별 실제 훈련 교 · 강사 모집단 분포 및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연구의 관심 대상에 따라 특정 직종

(예, 정보통신)이 과대 표집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

표 5. 직업훈련기관별 훈련 교 · 강사 수 분포

Table 5. Distribution of number of vocational training teachers and instructors by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

최대값
75%
Q3

50%
중위수

25%
Q1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N

교 · 강사수 545 13 7 4 1 12.1 24.0 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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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패널 표집설계를 통한 훈련 교·강사 실태조사 방안 연구 

된 기관과 기관에 소속된 훈련 교 · 강사가 설문 조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2단계 층화 비례 군집 표집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관을 일차적으로 표

집하고, 표집된 기관 안에서 기관의 규모에 따라 소속된 훈

련 교 · 강사를 임의 표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층으로는 

NCS 대분류(24개)와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를 활용하였

다. 예시적으로 목표 표본 수 모집단에서 NCS 직종 및 지

역별 비율을 고려하여 외층별 목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150개 기관에서 기관별 평균 6명의 훈련 교 · 강사를 고려한 

900명을 산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훈련 교 · 강사에 대한 설

문조사들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행되는 

연속 연구가 아닌, 해당 연구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일회적

으로 시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 
복지, 고용, 경제 분야와는 달리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 있

어서 행정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

터 수집 및 그에 따른 정책 의사 결정 시스템은 부재함을 다

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관련 유관 기

관들의 공감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제를 위

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
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 교 · 강사 대상 설

문조사 결과가 기존의 행정데이터와 연계하여 좀 더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과 같은 행정데이터와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설문 주체 및 설문 데이터 관리, 활
용 주체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둘째, 훈련 교 · 강사 소속 기관 및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기관 수준에서의 패널 표집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표집 

기관 내에서는 시기별로 해당 기관의 훈련 교 · 강사를 표집하

여 설문이 가능한 2단계 층화 군집 표집 설계 방안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관 패널의 장점으로 표집 자료 

수집 및 유지의 상대적 편의성, 기관 단위의 패널 결과를 통

해 연도별 추이 분석을 통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패널의 단위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이유로 표집 참여 의사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관

의 이탈이 향후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 또한 대체 기관에 대

한 추가 표집 방안과 더불어 기술 변화나 정책의 변화로 인

해 새롭게 훈련 시장에 진입하는 분야를 추가 표집하는 등의 

세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한 표본 수를 산정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설문조사의 주체 및 담당 기관, 예산 확

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연구 결과의 활용 대상 

증 조사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훈련 교 · 강사 대상 및 관련 

훈련기관 대상 설문자료 수집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수준에

서의 패널조사에 대한 표집설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즉, 직업훈련기관을 패널의 단위로 하되 기관 내 훈련 

교 · 강사에 대한 정보 수집은 횡단 조사 방식을 취함으로써 

기관설문과 훈련 교 · 강사 설문 자료수집의 효율성과 용이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선행연구, 전문가 자문, 실증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표

집설계 방안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집조사 설

계를 위해 필요한 주요 요소인 목표 모집단을 제시하였으며, 
가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집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
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표집 자료의 대표성 확보, 
패널조사 연구 시행의 안정성, 훈련 교 · 강사가 근무하는 기

관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활용 등을 고려하

여 패널의 단위를 직업훈련기관으로 하는 연구 설계를 진행

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집단 정의를 위해 2019년 기준 직업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포함된 직업훈련기관과 2017년 또는 

2018년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 민간 직업훈

련기관에 소속되어 훈련 강좌를 개설한 훈련 교 · 강사를 조

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설계 방안으로는 패널로 선정

표 6. 95% 신뢰수준 기준 표본 크기별 표본오차

Table 6. Standard error by sample size with 95% confidence 
level 

표본수 표본오차 표본수 표본오차

50 13.86 1,050 3.02

100 9.8 1,100 2.95

150 8 1,150 2.89

200 6.93 1,200 2.83

250 6.2 1,250 2.77

300 5.66 1,300 2.72

350 5.24 1,350 2.67

400 4.9 1,400 2.62

450 4.62 1,450 2.57

500 4.38 1,500 2.53

550 4.18 1,550 2.49

600 4 1,600 2.45

650 3.84 1,650 2.41

700 3.7 1,700 2.38

750 3.58 1,750 2.34

800 3.46 1,800 2.31

850 3.36 1,850 2.28

900 3.27 1,900 2.25

950 3.18 1,950 2.22

1,000 3.1 2,000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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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화, 가용 데이터 및 표집틀의 상세화, 가용 예산 및 인

력,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명

세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훈련 교 · 강사에 대한 정책 및 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제의 구현이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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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혜자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통계청에서 공

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목표 표본오차인 2~3%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100표본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며, 지
역별, NCS직종 등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분석 단

위당 최소 100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예산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를 통제

할 수 있을 때 고려해볼 수 있으며, 조사결과의 활용과 공표 

범위, 조사 진행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직업훈련분야에서 NCS 직

종, 기관별 과정 수, 지역 구분, 훈련 교 · 강사 자격 구분 등이 

중요한 외층 · 내층 변수로 파악하였다. 또한 표집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2017-2019년 기관인증정보에 등록

된 순수 민간 직업훈련기관(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및 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의 숫자가 약 2,900여개 

기관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기관에서 실제 등록 강사로 강

좌를 운영하고 있는 훈련 교 · 강사의 중위값이 7명으로 파악

되어 대략 2만여명(2,900개×7명) 정도가 최근 3년간 실제 직

업훈련시장에 활동하는 순인원 숫자로 추정되었다(여러 기

관에 복수로 등록한 강사를 고려하면 2만명보다 다소 작을 

것으로 추정). 이처럼 목표 모집단의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

로 작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관 패널표집 

방안 이외에도 본 연구 결과의 표집설계 방안(층화 표집 설

계, 표집 규모에 따른 오차 등)을 활용하여 횡단면 설문조사 

설계 방안을 추가하거나 또는 전수조사 등 대안적인 검토 또

한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 교 · 강사 설

문조사 실시를 위한 기관패널 표집설계에 초점을 두고 세부 

방법들을 논의한 기초 연구이므로 조사 주체 및 활용 측면

이 명확치 않은 한계점이 있으며, 따라서 향후 설문조사 시

행,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주체에 따라 본 연구 결과의 수정 및 

확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한국기술교

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이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훈련 

교 · 강사 및 기관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관 사

업의 질 제고를 위해 활용할 경우 각 기관의 관심 모집단과 

기관별 보유한 데이터에 따라 모집단표집틀을 수정하여 사

용할 수 있으며, 큰 틀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부 정보(층
화 변인, 오차 추정, 비례표집 방법, 가용 데이터 등)들이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서 제시한 표집설계 방법을 토대로 실제 설문을 주관할 잠

재적 직업훈련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논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기관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설문

조사 목적 및 조사모집단에 대한 재정의, 조사 내용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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