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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의 직업훈련에서는 강의, 실습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훈련생들이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어 기업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직업훈련기관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기업맞춤형 훈련 내 프로젝트 수업 수요자인 훈련생의 인식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프로젝트 수업의 설계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업 맞춤형 훈련에 대한 훈련생의 인식을 서면조사하고 개방형 문항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수업 만족도, 프로젝트 수업의 취업기여도,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기대의 충족 여부, 
개선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Abstract ]

In recent years, vocational training has shifted away from lectures and practice-oriented methods in light of rising demand for 
project-based classes in which trainees can produce results while simultaneously receiving feedbacks from field experts from the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alient role of the project-based classes of enterprise-customized training programs, 
which private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regard as vital, by identifying demands from trainees or the actual beneficiaries of these 
programs. To this end, a written survey of the trainees’ perception of the enterprise-customized training programs was conducted 
along with a qualitative analysis of open-ended questions.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these classes, 
their contribution to employment, degree of meeting the expectations, and areas for improvements to ultimately derive significant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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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만족도, 프로젝트 수업의 취업기여도,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기대의 충족 여부, 개선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1

A.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도입 배경

기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의 실업자 대상 훈련

이 2014년 통합심사 출범 당시 밝혔던 ‘수요자/성과 중심의 

훈련 시장 육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훈련기관 중심으로 운영

됨으로써 현장의 수요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

되었다. 또한 최근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취업률

이 정체되고 있으며, 고용유지율도 2014년 이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용노동부, 2020).
특히 2018년에 실시한 훈련기관 관계자 인식 및 요구분

석(이수경 외, 2019)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관계자들은 사업의 경직성

에 대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사업의 유연

화와 교육의 확장성이 전제되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

구하는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훈련방법 

측면에서 ‘프로젝트식 수업’ 요구 증대에 따라 해당 수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국기훈련 사업 전반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었다(이수경 외, 2019). 구체적으로 

훈련생들의 경우에는 단순 기술보다는 취업 후 다양한 업무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원하고 있으며, 훈련방법으

로는 강의·실습 위주의 방식에서 훈련생들이 스스로 프로젝

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 훈련방법으로의 변화는 교

사 추가 고용 및 기자재 확충 등의 비용을 수반하여 훈련기

1본 장의 내용은 ‘이수경 외(2020), 제2장 정책·제도 분석’을 요약·재정리한 것이다.

I. 서 론

고용노동부의 대표적 인력양성 사업으로 ‘국가기간 · 전략

산업직종 훈련’을 들 수 있다. 지역 단위의 고용센터에서 실

시되던 정부 위탁훈련이 1999년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시행을 통해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으로 새롭게 출범

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훈련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진화 · 발전해 오고 있다. 특
히 2014년 통합심사 및 NCS 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업별로 

흩어져 있는 (1) 직업훈련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2) 수
요자/성과 중심의 훈련 시장 육성을 꾀함과 동시에, (3) 직업

훈련 시장의 성장,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의 고도화/전문화를 시도하였다(고용노동부, 2016).
이러한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 운영의 ‘효율

성’, ‘안정성’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고성과’, 
‘다양화’라는 상반된 이슈에 대한 고민도 제기되고 있다. 구

체적으로 기업의 훈련 수요를 파악하여 현장성 있는 훈련과

정을 편성하는 노력, 즉 ‘훈련과정 기획/개발’ 업무의 비중과 

중요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모든 국기훈련에서 NCS
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

서, 기업현장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 접근방식에 대한 요구

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

께 ‘창의적이고, 융복합적 인재’의 양성이라는 사회경제적 

요구가 대두되면서, 현행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부각되고 있

는 상황이다(이수경 외, 2020).
이에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이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기업의 실제 직무내용을 훈련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과

제(프로젝트) 훈련을 통해 훈련생이 실제 기업에서 생산·공
급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업 맞춤형 국가기간·전
략산업직종훈련’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업 현장과 유사한 

프로젝트 학습 운영을 위해 현업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양으

로 실습이 강화되면서, 참여 훈련생들은 다양한 문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신규 사업 운영 중 발생하게 될 다양한 

문제와 결합되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 운영 모델 및 틀에 대

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맞춤형 훈련 내 프로젝트 수업의 역할 

중 직업훈련의 실제적 수요자인 훈련생의 요구도가 높은 역

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프로젝트 수업의 중점 역할을 제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 

맞춤형 훈련에 대한 훈련생의 인식을 서면 조사하고 개방형 

문항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표 1. 최근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성과

Table 1. Recent Performance for National Infrastructure & 
Strategy Industry Job Training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취업율(%) 62.5 65.0 67.6 64.8 65.7

고용유지율

(%)
66.3 62.0 60.8 60.8 -

자료: 고용노동부(2020); 고혜원(2020; p. 7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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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맞춤형 훈련 참여 훈련생이 인식하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요구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B.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정책 추진 현황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2019년 11월 

25일 신규 사업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심사 신청은 

170개 기관, 319개 과정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기관당 평균 

1.9개 과정이다. 최종 심사 결과 32개 훈련과정(25개 훈련기

관)이 선정되었다. 이 중 신기술 분야는 9개 직종(13개 과정), 
뿌리산업 분야는 5개 직종(8개 과정)이 선정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의 평균 취업률은 75%이고, 취업률 80% 

이상 훈련기관도 14개이다.
이후 기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 사업

의 일환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K-Digital 
Training)의 K-디지털유형 I로 재편되어 운영 중이다. 이전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신청 직종(분야)은 122개 직

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K-디지털유형 I은 문제해결능력 향

상을 위한 새로운 훈련방식 활용 및 기업의 인력 수요를 기

반으로 설계·운영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만을 선

정한다. 2020년 K-디지털유형 I에는 최종적으로 21개 과정이 

선정되었다.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기업맞춤형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25개 기관 

중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훈련기관 협조하에 훈련생 전수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조사지를 이용하여 실시

하였으며,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관을 통한 서면조사

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서면조사는 훈련기

관의 협조를 받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온라인 조사는 훈

련기관의 SNS 등을 활용해 온라인 설문링크를 배포하여 조

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은 총 629개
이며, 모든 설문지의 응답 내용을 결과분석에 활용하였다. 훈

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을 현행 국기훈련 

과정으로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직무 관련 경력과 경험을 가

진 신입직원을 선호하는 것을 감안해, 구직자에게는 직무 경

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실무와 경험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을 신설하였다. 기업의 훈련 수요를 반

영한 기업맞춤형 훈련은 기존 사업과 비교할 때 개별 협약기

업의 직무내용을 반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훈련내용을 차별화하는 기업 중심 훈련 설계, 훈련

시간 상한제 미적용, 훈련교·강사 요건 완화, 분반/합반 운영, 
현장실습 허용 등을 통해 훈련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

도록 탄력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특히 기존의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과정과 달리, 기업맞춤형 훈련은 기업과 현장

에서 실제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이 기획·
설계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교과목에서 배운 내

용들을 실제 적용하여 결과물을 만들고, 기업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훈련자들의 자기 효능감은 

기존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보다 더 높게 나타

날 수 있다.

표 2.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선정 결과

Table 2. Results of Selection of Enterprise Customized National 
Infrastructure & Strategy Industry Job Training

구분
신청 최종 선정

기관 과정 기관 과정

합계 170 319 25 32

인증등급 보유 및 성과기준 충족 37 75 4 6

공동훈련센터 및 성과기준 충족 5 - - -

우수 훈련기관 119 233 21 26

매출액 30억 원 또는 훈련인원 

300명 이상
5 6 - -

2019년 자율개선대학 4 5 - -

자료: 이수경 외(2020), p. 28.

표 3.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선정과정

Table 3. Results Course of Enterprise Customized National Infrastructure & Strategy Industry Job Training

선정과정 평균(프로젝트) 선정과정 평균(참여기업)

총 훈련시간
프로젝트 

학습 시간

총 훈련시간 

대비 비율
프로젝트 총 수 참여기업 수

적극적 

참여기업 수

총 참여기업 수

 대비 비율

1,248시간 298시간 28% 2.1개 21개 2.4개 24%

주: 적극적 참여기업: 과정설계, 프로젝트 운영, 취업지원에 모두 참여하는 기업

자료: 이수경 외(2020),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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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설문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진 기업 맞춤

형 훈련에 대한 개선점 또는 바라는 점에 대한 자유로운 응

답 결과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훈련생으로부터 수집된 

각각의 개방형 응답 결과에 대해 통계패키지 R을 활용하여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생성하

였다. 마지막으로 응답 결과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

하였다.

련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B. 연구도구

조사 결과를 통계 처리할 때 선택형 문항은 결과 값에 대

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개방형 문항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한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곧 응답자들

의 글에서 단어만을 추출(extractNoun 함수)하고, 불필요한 

문자를 삭제하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최종 Word Cloud 이
미지에 넣을 단어와 각 단어가 언급된 빈도를 도출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단어 빈도 분석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주요한 

응답내용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C.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본 훈

련 과정이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

한 Likert 5점 척도 문항에 대해 설문한 이후에, 그와 같이 생

각한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무

엇인지, 그 기대를 충족했다면 어떤 부분이고, 그렇지 못하거

나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

표 4. 훈련생 일반 현황

Table 4. Trainee General Status

구분 응답수(명) 비율(%)

성별
남 493 78.4

여 136 21.6

연령

10대 2 0.3

20대 431 68.5

30대 126 20.0

40대 39 6.2

50대 17 2.7

60대 이상 10 1.6

최종학력

무응답 4 0.6

고졸 이하 181 28.8

전문대학 졸업 123 19.6

대학교 졸업 314 49.9

대학원 이상 9 1.4

무응답 2 0.3

전체 629 100.0

표 5. 설문 내용

Table 5. Survey Content

항목 내용

훈련과정 만족도

훈련과정 전반적 만족도

담당 교강사 만족도

참여기업체 전문가 지도활동 만족도

수업 공간(장소) 만족도

수업 활용 장비(기기, 소프트웨어 등) 만족도

수업 내용 만족도

수업 진행 방식 만족도

수업 평가 방식 만족도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참여기업 인지 및

 만족도

참여기업 리스트 및 기업정보 인지

참여기업 구성 만족도

기업체 전문가

(강사) 만족도

기업체 전문가(강사)의 수업 참여 비중 적정성

교강사와 기업체 전문가(강사)의 적정 수업 비중

기업체 전문가(강사) 수업의 도움 정도

기업체 전문가 특강의 도움 정도

프로젝트 수업 

만족도

프로젝트 수업 전반적 만족도

프로젝트 수업 담당 교강사 만족도

프로젝트 수업 참여기업체 전문가 만족도

프로젝트 수업 공간(장소) 만족도

프로젝트 수업 활용 장비(기기, 소프트웨어 등)  

만족도

프로젝트 수업 주제(내용) 만족도

프로젝트 수업 진행 방식 만족도

프로젝트 수업 평가 방식 만족도

프로젝트 수업 

의견 및 기타의견

프로젝트 수업 비중의 적정성

프로젝트 수업 주제의 적정성

프로젝트 수업의 취업 도움 정도

프로젝트 수업 보완을 위한 개인별 학습방식

프로젝트 수업 관련 분야의 취업계획

프로젝트 수업의 기대부분

기업맞춤형 훈련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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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A. 만족도 조사 결과

1)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만족도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의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4.19점으

로 훈련생들은 훈련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 기업체 전문가의 지도활동’과 ‘수
업 공간(장소)’, ‘수업 활용 장비(기기, 소프트웨어 등)’는 다

른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참여 기업체 전문가의 경우, 현장 경험은 풍부하지만 

강의 능력이나 스킬 등이 부족하여 훈련생들이 지식전달 측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기업체 전문가가 소속 

기업에서 맡은 업무 등으로 인해 훈련일정에 변동이 발생하

는 상황들이 훈련생들에게 불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2) 프로젝트 수업 만족도

프로젝트를 1개월 이상 진행한 과정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

다.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4.10점으로 

‘만족’(4.00) 수준의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 ‘프로젝트 

수업 참여 기업체 전문가’는 평균 3.9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

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훈련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같

은 경향을 보였으며, 참여 기업체 전문가의 수업 스킬 등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 동시에 수업 내용 등에서 훈련교강사

와 즉각적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담당 교강사에 대한 만족도

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프로젝트 수업 만족도

Table 7. Project Class Satisfaction

구분

평균

(Likert 5점
 척도)

표준편차

전반적 만족도 4.10 0.917

프로젝트 수업 담당 교강사 (훈련기관) 4.30 0.920

프로젝트 수업 참여 기업체 전문가 3.98 1.099

프로젝트 수업 공간(장소) 4.07 0.957

프로젝트 수업 활용 장비(기기, 소프트웨어 등) 4.01 1.020

프로젝트 수업 주제(내용) 4.25 0.884

프로젝트 수업 진행 방식 4.12 1.056

프로젝트 수업 평가 방식 4.19 0.876

주.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된 과정만 응답하여, 응답 수가 차이남.

표 6. 기업맞춤형 훈련 과정 만족도

Table 6. Enterprise Customized National Infrastructure & Strategy 
Industry Job Training Course Satisfaction

구분

평균

(Likert 5점 

척도)

표준편차

전반적 만족도 4.19 0.784

담당 교강사(훈련기관) 4.31 0.831

참여 기업체 전문가의 지도활동1) 4.06 1.076

수업 공간(장소) 4.05 0.889

수업 활용 장비(기기, 소프트웨어 등) 4.02 0.927

수업의 내용 4.24 0.798

수업 진행 방식 4.18 0.867

수업 평가 방식 4.15 0.839

주 1.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된 과정만 응답하여, 응답 수가 차이남.

표 8.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요사항(중복응답)

Table 8. Requirements to Increase Learning Effectiveness (Redundant Responses)

구분 응답수 비율(%)

프로젝트 전 이론 수업 시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 수업 진행 220 18.1

프로젝트 전 이론 수업 시 개인별 관심 분야(취업 희망 분야 등)에 따른 맞춤 수업 진행 164 13.5

프로젝트 전 실습 수업 시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 수업 진행 (기초교육(이론) 진행한 후, 개인별 수준에 따른 

소그룹 또는 개별 실습 진행, 개별적인 진도관리)
268 22.0

프로젝트 전 실습 수업 시 개인별 관심 분야(취업 희망 분야 등)에 따른 맞춤 수업 진행(기초교육(이론) 진행한 

후, 관심 분야(취업 희망 분야)에 따른 소그룹 또는 개별 실습 진행, 개별적인 진도관리)
185 15.2

기업 관계자와의 상시적인 멘토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136 11.2

프로젝트 수업 또는 스터디 등의 활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80 6.6

스터디 그룹 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공간/멘토링 등) 147 12.1

기타 16 1.3

합계 1,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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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훈련생들은 총 67명이다. 이 중 

60명이 ‘도움이 되었다’ 혹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를 선택한 

훈련생이기 때문에, 개방형 응답 결과는 대부분 프로젝트 훈

련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의 응답 결과

에서 단어만을 추출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25개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주요 언급단어를 하나의 WordCloud 이미지로 전환한 결

과는 그림 1과 같다.
프로젝트 수업이 훈련생들의 취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

는지,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훈련생들은 프로젝트가 포트폴리오 준비에 도움이 

3)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요 사항

기업맞춤형 훈련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전 실습 수업 시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수업 진행’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훈련과정에

는 다양한 연령대의 훈련생과 전공자 및 비전공자가 함께 참

여하기 때문에 개인별 수준이 모두 달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훈련생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기업체 전문가(강사) 만족도

기업체 전문가(강사)의 수업 참여 비중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함’이 69.2%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체 전문가

(강사)의 수업 비중을 늘려야 함’이 22.4%로 나타났다.
기업체 전문가(강사) 수업 도움 정도는 평균 3.88점으

로 ‘보통 수준’(평균 3.00)보다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경향

을 보였다. 응답자 중 기업체 전문가(강사)의 수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72.6%(도움이 됨 45.2% + 매우 도움이 됨 

27.4%)로 나타났다.

B. 개방형 문항의 단어 빈도 분석 및 Word Cloud 이미

지 추출

1) 프로젝트 수업의 취업기여도

프로젝트 수업이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그 이

표 9. 기업체 전문가(강사) 참여 비중

Table 9. Percentage of Corporate Professional (Instructor) 
Participation

구분 응답수 비율(%)

현재보다 기업체 전문가(강사)의 수업 비중을 

늘려야 함
35 22.4

현재보다 기업체 전문가(강사)의 수업 비중을 

줄여야 함
9 5.8

현재 수준을 유지함 108 69.2

기타 4 2.6

합계 156 100.0

표 10. 기업체 전문가(강사) 수업 도움 정도

Table 10. Corporate Professional (instructor) Class Help

구분
전혀 도움이 안 됨

(1)
도움이 안 됨

(2)
보통

(3)
도움이 됨

(4)
매우 도움이 됨

(5)
평균

(Likert 5점 척도)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5

(3.2)
9

(5.7)
29

(18.5)
71

(45.2)
43

(27.4)
3.88 0.983

표 11. 프로젝트 수업의 취업 기여도 관련 훈련생 인식 키워드 분

석 결과

Table 11. Results of Keyword Analysis of Trainee Awareness 
Related to Job Contribution in Project Class

순위 단어 언급 빈도 순위 단어 언급 빈도

1
도움 17

9

중요 3

프로젝트 17 지식 3

2 취업 14 차이 3

3
경험 11 협업 3

생각 11 활용 3

4 포트폴리오 9

10

가능 2

5 실무 7 개발 2

6

실제 6 관련 2

진행 6 기술 2

현장 6 기업체 2

7 게임 5 기초 2

8

결과 4 기획 2

내용 4 능력 2

수업 4 부분 2

업무 4 실습 2

자체 4 유리 2

9

사용 3 이론 2

실력 3 작업 2

이해 3 전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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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포트폴리오는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약 28.4%).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업 관련 지식

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배운 내용을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경

험을 통해 전반적인 직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이다. 
둘째, 프로젝트가 현장의 실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약 41.8%). 그동안 교육이 현장과 

괴리된다는 점이 종종 지적되어 왔는데, 프로젝트 수업은 현

장 업무와의 유사성 때문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

을 접할 수 있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훈련생들

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각자의 위치에서의 고충을 체험’하면서, 팀별 활동 및 

다른 팀과의 협업이 가지는 가치를 실감하였다고 설명한다.
셋째, 상기 기술한 프로젝트 수업의 장점을 통해 훈련생들

은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약 17.9%). 실제 

표 12. 프로젝트 수업의 취업기여도에 대한 훈련생 인식

Table 12. Trainee Awareness of Employment Contributions in Project Classes

훈련생 인식 이유 세부 내용 빈도(건) 비율(%)

도움이 되었다

~

매우도움이 되

었다.

프로젝트

경험의 가치

■프로젝트가 포트폴리오 준비에 도움 되었음 (9)
■포트폴리오가 취업에 도움이 되었음 (1) 
■프로젝트를 통해 직무 능력이 향상되었고, 취업에 도움이 되었음 (6)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음 (1)
■배운 내용을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좋았음 (1)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 관련 지식을 배움 (1) 

19 28.4

현장과의

유사성

■현업에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스킬을 배웠음 (6)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을 경험하였음 (5) 
■프로젝트가 실무와 유사하였음 (4)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배워 만족스러움 (4)
■실무와 이론을 함께 배워 취업에 유리함 (2)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배웠음 (1) 
■현장 실습을 할 수 있었음 (1) 
■현장 투입 시 조기 적응이 잘 될 것으로 보임 (1) 
■현장과 교육환경의 간극을 좁힘 (1) 
■현장에서 실무를 접하는 것이 큰 경험이었음 (1) 
■현장에서 쓰이는 훈련 내용을 접합 (1) 
■현장의 경험담을 접할 수 있음 (1) 

28 41.8

실력향상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음 (6)
■자신감이 향상되었음 (2) 
■전반적인 기초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 (2) 
■기초부터 현장 실무까지 자세히 알게 됨 (1)
■실무 이해도가 향상됨 (1)

12 17.9

기타
■취업 상담과 진로 가이드 등 맞춤 교육이 있었음 (2) 
■수업을 듣고 실제 취업에 성공하였음 (1) 

3 4.5

보통이다

훈련내용의

미흡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1)
■심화학습은 인터넷강의와 독학으로 이뤄지는 것 같음 (1)

2 3.0

프로젝트

제약

■프로젝트 볼륨이 작고, 빈도가 낮으며, 제약이 많음 (1)
■프로젝트가 주먹구구식 진행되고, ‘보여주기’ 식 일정임 (1)
■그냥 보통임 (2)

4 6.0

소계 67 100

그림 1.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훈련생 인식 워드 클라우드(n=325)

Fig. 1. Trainee Awareness WordCloud for Project Classes 
(n=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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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기대가 충족되었다면 어떠한 부분이며, 기대에 미치

지 못하여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에서 단어들을 추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주요 언급 단어를 하나의 Word Cloud 이미지로 전환한 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a) 기대사항

훈련생들이 기대한 첫 번째는 기술 습득과 숙련이었다(약 

31.5%). 훈련생들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의 습

득을 기대하고, 나아가 습득한 기술의 적용과 숙달, 전 프로

세스의 습득 등 전문 영역에서의 실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제품을 제작해 본 경험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

이 많았으며, 자연히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진 점도 고무적

이다. 
그러나 훈련생들 중 일부는 훈련 내용의 미흡과 프로젝트

의 제약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프로젝트의 볼륨이 

작고, 제약이 많았다고 불만을 드러내는가 하면, 수업이 ‘보
여주기’ 식이거나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있었다.

2)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기대의 충족 여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훈련생들이 어떠한 점을 기대하

표 13.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기대, 충족, 아쉬운 점 관련 단어 빈도 분석 결과

Table 13. Results of Word Frequency Analysis Related to Expectations, Satisfaction, and Disappointment for Project Classes

기대 사항 충족된 점 아쉬운 점

순위 단어 언급 빈도 순위 단어 언급 빈도 순위 단어 언급 빈도

1 프로젝트 8 1 선생님 7 1 시간 14

2

게임 5 2 프로젝트 6 2 코로나 7

기획 5
3

학원 5

3

기획 6

실무 5 협업 5 수업 6

지식 5

4

강사 4 프로젝트 6

협업 5 게임 4

4

강사 4

3

기술습득 4 경험 4 진행 4

취업 4 기술 4 프로그레밍 4

현업 4 수업 4

5

기간 3

4

기업 3 실제 4 리소스 3

도움 3 진행 4 아쉽 3

실제 3

5

기획 3 외부 3

전반 3 만족 3 취업 3

현장 3 방식 3 특강 3

5

개발 2 실력 3

6

개인 2

구조 2 제작 3 거대 2

내용 2 좋았(다) 3 기업체 2

네트워크 2 피드백 3 내용 2

다양 2 현업 3 방식 2

사용 2

6

개발 2 비대면 2

생각 2 결과 2 생각 2

서버 2 과정 2 선택 2

실력 2 관리 2 일정 2

실습 2 동기 2 작업 2

장르 2 용접 2 전문가 2

전문 2 이상 2 체계 2



387 http://JPEE.org

기업맞춤형 훈련 참여 훈련생이 인식하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요구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다(28%). 또한 현업 전문가 멘토가 팀에 배정되어 궁금한 점

을 물어보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세 번째로 훈련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성취감과 취

업 성공 기대를 꼽았다(24%). 특히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포

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었다는 의견 등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성공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는 응답들이 있었다.

c) 아쉬운 점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한 점 혹은 아쉬웠던 점에 대한 응

답은 총 36건이 제시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카테고리는 ‘훈련 교·강사와 수업체계의 미흡’ 부분에 대한 

건으로, 11건(30.6%)이 해당되었다. 앞서 기대가 충족된 부분

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 교·강사의 경우, 역량에 대한 문제 제

기라기보다 훈련생이 많다 보니 일대일 코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아쉬워하였다. 
두 번째로는 훈련기간 및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카테고리

로, 총 9건(25%)이 언급되었다. 훈련기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는 응답과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했다는 응답이다. 세 번째로

는 코로나 19(8건, 22.2%)에 관한 것으로, 특히 코로나 2.5단
계에 들어서서 이루어지게 된 비대면 수업이 원활하지 않았

고, 소통이 불편하다 보니 프로젝트 진행도 어려웠다는 것이

다. 네 번째로, 프로젝트 팀 내의 갈등과 프로젝트 진행상의 

비효율적 부분이 아쉬웠던 점으로 나타났다(13.9%).

3) 기업맞춤형 훈련에 대한 개선점

기업맞춤형 훈련에 대한 개선점 또는 바라는 점에 대한 자

있었다.
두 번째로 훈련생들은 현장 실무 및 취업과 연계된 훈련을 

기대하였다(25.9%). 훈련생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인 특강이나 기업에 대한 소개 및 연계, 현장 실습 경험, 실무

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비롯한 실무 중심의 수업을 원하고 있

었다. 
세 번째로 훈련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팀워크와 협

력을 기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실질적인 피

드백을 기대하였다(24.1%). 다양한 직종과의 협업을 통해 시

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체계적인 프로젝트 운영

과 현업 개발자와의 협력과 조언, 피드백을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훈련생들은 다양한 방향의 개인적 목표 달성

을 기대사항으로 언급하였다. 이 중 일부는 자신이 기획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다고 하였

고, 새롭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였다. 

b) 충족된 점

먼저 훈련생들은 팀워크를 경험하고, 실제 프로젝트가 성

공리에 마무리된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42%).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작업을 경험하고, 전반

적인 프로세스를 습득하게 된 점을 주요한 성과로 생각하

였다. 
두 번째로 훈련생들은 외부 강사 및 현장의 전문가가 보여

주는 탁월한 능력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표현하였고, 교·강사

가 제공하는 피드백과 실질적인 조언이 좋았다고 응답하였

그림 2.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기대, 충족, 아쉬운 점 워드 클라우드

Fig. 2. Expectations, Satisfaction, and Disappointment about Project Classes Wor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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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기대, 충족, 아쉬운 점에 대한 훈련생 인식

Table 14. Trainee awareness of expectations, satisfaction and regret for project classes

구분 범주 세부 내용 빈도(건) 비율(%)

프로젝트

를 통해

기대한 점 

기술 습득

및 숙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의 습득 (7)
■습득한 기술의 적용과 숙달 (5)
■시작부터 끝까지 전 프로세스 습득 (3) 
■실력 향상(예: 코딩 실력 향상) (2)

17 31.5

현장실무 및

취업연계 훈련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특강, 기업 연계 (6)
■현장 실습 및 실제 산업현장 업무경험 (5)
■실무와 연계된 프로젝트, 실무 중심의 수업 (2)
■현장과 동일한 제품의 개발 (1) 

14 25.9

팀워크와 협력,

전문가 피드백

■다양한 직종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3) 
■체계적인 프로젝트와 현업 개발자의 도움 (2)
■여러 사람과의 협력 및 협동 (2) 
■협업 프로세스에 기반 한 프로젝트 진행 (2) 
■현업 전문가의 조언과 피드백 (3)

13 24.1

개인적

목표 달성

■내가 기획한 제품 등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내기 (5) 
■새로운 지식의 습득, 전문적 지식의 습득 (2)
■더 큰 구조물 (1)
■나의 성과가 들어나는 무언가 만들기 (1) 

9 16.7

소계 54 100

기대가

충족된 점 

팀워크를 통한 

프로젝트 성공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가 완성도 있게 마무리된 점 (7)
■배운 지식을 프로젝트와 협력 작업에 적용 (2)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하는 프로세스를 습득한 점 (5)
■기획 팀과 프로그램 팀이 협력할 수 있었던 점 (4)
■동기 및 프로젝트 팀원이 좋았음 (2)
■배정된 팀멘토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점 (1)

21 42

교·강사 역량, 

전문적 피드백, 

꼼꼼한 관리

■외부강사의 능력이 탁월하였음. 몰랐던 것을 알게 됨 (4) 
■교·강사의 피드백과 실질적인 조언이 기대 이상 (3)
■기관 선생님이 꼼꼼히 지도해 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세심하게 이루어졌음 (5)
■현업 멘토의 조언과 멘토링이 매우 좋았음 (2)

14 28

실력향상, 개발 

성취감, 취업 성공

■기초를 다졌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실력이 향상됨 (6)
■수업이 흥미롭고, 유익했고, 행복했음 (4)
■결과가 좋아서 성취감이 생겼고, 취업에 성공하였음 (2)

12 24

실무중심 교육 및 

장비사용

■기업에 맞춤화된 교육과정으로 최신 기술을 익힘 (2)
■실제 장비를 다루며 실습하는 부분이 좋았음 (1) 

3 6

소계 50 100

미 충족 점

및 

아쉬웠던

부분 

훈련 교·강사

및 수업 체계의

미흡 

■다수의 훈련생으로 1:1 코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외부 초청 강의가 시간 대비 유익하지 않았음 (2) 
■강사의 피드백이 부족하였음 (1) 
■수업이 체계적이지 않고, 일정이 어긋남 (4) 
■심층 학습이 어려움 (3) 

11 30.6

훈련 기간

및 시간 부족

■훈련기간이 짧아서 아쉬웠음 (3)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하였음 (6) 

9 25

코로나 19로 인한

 불발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감, 수업 지연 · 불발, 특강 취소 (4) 
■코로나 2.5단계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비효율적이었음 (3)
■코로나 19로 인하여 프로젝트 소통이 불편하였음 (1)

8 22.2

프로젝트 팀 내 갈등

및 비효율성

■팀 형성에 의한 대기 시간이 길어짐, 시간 낭비 발생 (1) 
■개인 역량에 의한 프로젝트 진행 (1)
■팀 프로젝트 운영으로 개인 포트폴리오 준비 어려움 (1)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게 됨 (1) 
■기업에서 데이터 일부만 보내 프로젝트가 난해해졌음 (1) 

5 13.9

기타

■컴퓨터 사양 (1)
■자신의 역량 한계 (1)
■개인 면담 / 상담이 많았으면 좋겠음 (1) 

3 8.3

　소계 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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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의견으로 훈련생 133명이 응답하였다. 이들의 응답 

결과에서 단어만을 추출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996
개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주요 언급 단어를 하나의 Word Cloud 이미지로 전환한 결

과는 그림 3과 같다.
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및 바라는 점에 

대하여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개선점에 대한 자유로운 기술을 요구한 질문에 특

별한 내용 없이 ‘만족’ 혹은 ‘매우 만족’ 이라고 쓰거나 ‘현재 

수준의 유지’라고 표현한 의견이 7건으로, 전체의 5.2%를 차

지하였다. 이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특히 프로젝트 수업과 기업체 전문가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었다.
둘째, 훈련생들은 교육 공간을 비롯한 인프라, 기자재, 플

랫폼, 재료 지원에 대한 요구를 보였다(11.1%). 구체적으로 

강의실과 학습 공간의 확충, 장비 및 부품의 개선, PC 작업환

경의 향상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셋째, 촉박한 일정 속에서 개별 훈련생들의 수준과 성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화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표 15. 기업맞춤형 훈련에 대한 개선점 관련 훈련생 인식 키워드 분석 결과

Table 15. Keyword Analysis Results for Trainee Awareness on Improvements to Enterprise Customized National Infrastructure & 
Strategy Industry Job Training

순위 단어 언급 빈도 순위 단어 언급 빈도

1 수업 50
11

일정 7

2 기업 30 코로나 7

3 강사 28

12

기간 6

4 진행 15 시간 6

5 기업체 13 장비 6

6 참여 12 특강 6

7

진도 11

13

강의 5

학생 11 개인 5

훈련 11 과목 5

8
프로젝트 10 과정 5

필요 10 내용 5

9
다양 9 만족 5

취업 9 비대면 5

10

교육 8 수준 5

맞춤 8 연계 5

이해 8 용접 5

11
생각 7 전문가 5

실습 7 정도 5

그림 3. 기업 맞춤형 훈련에 대한 개선점 인식 워드 클라우드

(n=996)

Fig. 3. Recognize improvements to Enterprise Customized 
National Infrastructure & Strategy Industry Job Training Word-
Cloud (n=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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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확대를 요구하였다(14.8%). 짧은 응답이지만 실기 수업 

기간 연장, 기업의 관여 비중 증대, 기업 견학 기회, 현장 실

습 연장 등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훈련과 관련된 의견

과 기타 의견이 약 14건(10%)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업 맞춤형 훈련 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훈련생의 인식을 서면 조사하고 개방형 문항에 대한 질적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훈련생

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1) 기술 습득 및 숙련 2) 현장실무 및 

취업과 연계된 훈련 3) 팀워크 및 협력 4) 개인적인 목표 달

성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 중 충족된 점은 1) 팀워크를 

통한 프로젝트 성공 2) 교·강사에 의한 전문적 피드백과 꼼꼼

한 관리 3) 실력 향상과 성취감 그리고 취업 성공 4) 실무 중

심의 교육과 장비로 요약된다. 한편, 기대충족이 안되었거나 

(16.3%). 무엇보다 프로젝트 등이 ‘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팀 외에 ‘개별’ 훈련생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피드백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비전공자에 대한 배려

와 훈련 기간의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났다.
넷째, 훈련 일정과 계획의 변경에 대해 훈련생들은 명확하

고 빠른 안내와 프로젝트 기간의 확대를 요구하였다(12.6%). 
일정 변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안내와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하게 기술된 문서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

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수업 시간 외에 점심시간, 프로젝

트 후 휴식 시간도 넉넉했으면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훈련생들은 훈련 교·강사 및 참여기업 대한 ‘불만’

도 거세게 표현하였다(29.6%). 특히 훈련 교·강사의 ‘질 향상’
에 대한 요구와 아울러, 경력 있는 외부 강사와 멘토의 적극

적인 참여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기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

와 함께 기업체와의 실질적 연계, 보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

한 재료를 활용한 실습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이 모였다. 
여섯째, 훈련생들은 훈련의 체계화와 아울러 현장실습 기

표 16. 기업 맞춤형 훈련에 대한 개선점 내용 분석 결과

Table 16. Improvements to Enterprise Customized National Infrastructure & Strategy Industry Job Training Results

구분 세부 내용 빈도(건) 비율(%)

기업맞춤형 

훈련 안정화

■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했으면 함 (4)
■프로젝트 수업과 기업체 현장 전문가가 좋았음 (2)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열의에 감사함 (1)

7 5.2

교육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

■강의실 및 자율 학습 공간 확충, 책상과 의자 보완 (3) 
■수업에 활용되는 장비와 부품의 개선, 현장과 동일한 장비로 개선, 노후화 개선 (5)
■컴퓨터 사양, 모니터를 포함한 PC 작업환경의 업그레이드 (4)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활용 (1) 
■실기를 위한 재료(준비물) 지원 (1) 

15 11.1

개별 훈련생 

맞춤화

■진도 맞추기 어렵고, 촉박한 일정으로 내용 소화가 어려움 (11) 
■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지도, 세심한 일대일 코칭과 지도 (7)
■개인의 관심분야와 취업 방향성을 고려한 멘토링과 상담 (2) 
■취업처에 대한 알선과 연결 (2)

22 16.3

훈련 일정 준수 및 

프로젝트 기간 확대 

■일정변경 등 훈련, 학습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안내 제공 (9)
■프로젝트 기간의 확대 (2)
■이론 교육을 줄이고, 실습 시간을 늘렸으면 함 (1)
■점심 및 수업시간, 프로젝트 후 휴식 시간이 넉넉했으면 함 (5)

17 12.6

훈련 교·강사 

및 참여기업의

질 관리

■훈련 교·강사 및 참여 기관의 질 향상 (13)
■경력 있는 강사, 외부 전문가, 멘토 초청, 적극적인 참여 (6)
■기업체 정보 공유, 기업체 연결 (6) 
■보다 다양한 경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실습 (10) 
■불필요한 특강 축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강 운영 (5) 

40 29.6

훈련의 체계화

및 실습 확대

■실습 확대 및 기업 참여와 방문 증대 (10) 
■체계적인 훈련, 기업체와 기관 간의 일관성 있는 훈련 진행 (4) 
■자격증 준비를 위한 교육과 자격 준비 지원 (6) 

20 14.8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훈련 환경 

준비

■코로나로 인한 일정 취소, 연기, 비대면 훈련의 문제점 극복, 적절한 방안 마련(5)
■코로나 종식 기원, 더욱 알찬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기대 (2)
■기타(교통비 지원 등) 요청 및 자신의 비전, 목표 달성 기원 (7)

14 10.4

　소계 1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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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이수자 평가 체계를 탈피하여 프로젝트 산출물 평가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맞춤형 국기훈련 참여 훈련생

을 대상으로 훈련 내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다양한 결과 분석 및 해석을 위해 훈련기관, 참여기업, 정
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훈련생의 종합적 실무적용능력 향상을 위해 본 연구결

과와 프로젝트 평가 결과를 연계분석하여 사업내실화를 도

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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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웠던 점으로는 1) 훈련 기간이 짧고 시간이 부족했던 점, 
2) 훈련 교·강사에 의한 일대일 코칭과 수업체계의 미흡, 3)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4) 프로젝트 진행상의 비효율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 및 바라는 점

과 관련하여 훈련생들의 하나의 응답에 여러 내용이 담긴 것

을 분리하였을 때 총 135건의 의견이 모아졌다. 내용은 1) 기
업맞춤형 훈련에 대한 안정화 요구 2) 교육 인프라 및 기자재 

지원 3) 개별 훈련생들을 위한 맞춤화 4) 훈련 일정 준수 및 

프로젝트 기간 확대 5) 훈련 교·강사 및 참여기업의 질 관리 

6) 훈련의 체계화 및 실습 확대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

면 훈련 환경의 준비를 포함하는 일곱 가지로 요약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기존의 훈련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

업맞춤 훈련과정으로 설계된 프로젝트 수업의 만족도는 대

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영방식에 있어 다

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프로젝트 수업 성과의 안정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훈

련시설 및 장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훈련생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참여기업과 접점이 높은 현업 과제를 적극적으

로 수행하면서, 직업훈련 인프라, 특히 훈련장비와 훈련시설

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훈련기관 선정 단계부

터 훈련시설, 장비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할 필

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훈련단가 체계를 상향 조정하여 

훈련생들이 필요한 장비, 재료 등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젝트 제안 → 자문 → 강의 → 프로젝트 주도 

→ 채용’의 모든 단계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참여기

업의 역할이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보상 방안/수준 등이 마

련되어야 한다. 이에 기업맞춤형 훈련의 최대수혜자가 기업

임을 인식시키고, 참여기업의 책임과 성과에 따른 정책적/제
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훈련생이 프로젝트 학습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훈련생 스스로 학습에 대

한 책임을 가지고, 연령 · 능력 · 경험 · 학습주제에 따라 학습내

용 및 방법 등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로젝트 운영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도 마련해야 한다. 훈련생의 직무역량과 현장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종료 시점에 우수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프로젝트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벤치마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체 훈련과정의 이론, 실습 교육이 통합적으로 

적용된 것이 프로젝트 수업인 만큼,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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