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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실무 재교육에서 이러닝 적용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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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pplying e-learning in industrial technology practical retraining. We 

hav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177 subjects in 23 courses of four types of industry. Also, we have performed focus 
group interviews to analyze the problem and the reason for taking e-learning classes. 
A satisfaction measurements of the contents area(average 3.78 out of 5.0) and system area(average 3.70) were relatively high. 
However,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the management area(average 3.0) was relatively low.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of 
learning area(average 3.68) was relatively high, but that of the behavior area(average 3.51) was on a normal level. In conclusion, 
an application of e-learning showed the effect on extending educational chances and spreading the technology in highly technological 
fields. We suggest that e-learning should be consistently and specifically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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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핵심 지식이 산업 자본이자 국가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식경제시대에 핵심전략 분야에 대한 산업기술의 개발 

및 공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부족국에서 매우 중요한 핵

심자원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장비, 이동통신, 인

터넷통신 등과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는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차세대를 이끌 핵심 첨단기술은 그 특성상 매우 전문적이고 

고난이도이며 지식의 생명주기가 짧아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

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사자 군

이 소수이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이들을 위한 재교육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집합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장명희 ․ 유
선주, 2006). 소수의 교육대상자, 전국에 산재 되어 있는 교

육생,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기술 내용 등 첨단기술 

분야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닝을 통한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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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매우 적합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식경제부

는 첨단 분야의 산업기술 인력을 개발 및 확산시키기 위해 

‘이러닝을 활용한 산업기술 확산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로

봇업종, 이동통신부품업종, 인터넷통신장비업종, 디스플레이장

비재료업종 등 4개 업종을 중심으로 이러닝을 개발 및 운영

해오고 있다(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7a). 수요가 적은 이유

로 상업성이 없어 산업 이러닝 분야에서 소외되어 온 영역이

지만 국가 전략상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기

술 분야 이러닝을 정부가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운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 이러닝 교육의 효과가 

실제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산업교육 분야는 학교교육과는 달리 이러닝경험, 선수지식, 

사회적 지위, 학습양식 등 학습자 특성이 다양하고 차이가 

있어, 이들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교육 분야

의 이러닝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효과 분석 및 향후 운영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닝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평가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수준 평가

는 나일주 ․ 한안나(2002) 그리고 엄태용 ․ 김태웅(2006)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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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urrent domains of the action on e-learning system and of the preference by company that is not accompanied 
with e-learning system 

구분
연도

직무 자격 외국어 마케팅 리더십 정보기술 기본소양 산업기술 기타

현재 희망 현재 희망 현재 희망 현재 희망 현재 희망 현재 희망 현재 희망 현재 희망 현재 희망

2005(a) 78.1 65.7 40.3 13.6 67.9 31.3 39.7 32.4 43.4 30.7 49.6 32.9 45.4 31.3 - - 10.5 7.3

2006(b) 87.1 84.1 55.5 43.5 72.9 56.4 47.8 - 65.8 - 71.5 35.7 74.2 12.5 - - - -

2007(c) 88.1 55.1 54.5 44.9 69.3 30.6 54.5 26.5 61.4 22.4 68.3 20.4 60.4 16.3 28.7 8.2 - 2.0

2008(d) 90.5 57.8 68.7 15.7 49.1 10.0 55.6 42.8 61.0  7.9 56.0 21.1 73.7 15.4 17.2 9.1 - 4.2

※출처: (a)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6).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복수응답.)
(b)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7a).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복수응답.)
(c)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8a).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복수응답.) 
(d)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9).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복수응답.)

구로 이러닝 만족도에 대한 조사연구이다. 1수준과 2수준을 

함께 평가한 연구는 이종연(2004), 주영주 외(2008)로 만족

도와 성취도 증진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1수준과 2, 3수준

을 함께 평가한 연구는 김도헌 ․ 최우재(2003), 임효창 ․ 이인

석 ․ 박경규(2004), 권오영 ․ 임효창 ․ 김세정(2008)의 연구로 만

족도와 성취도, 전이성과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첨단기술 분야 이러닝의 운영 효과를 Kirkpatrick(1998)

의 4수준 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1수준 반응평가부터 3수준 

현업적용도까지 분석하고, 향후 산업기술 이러닝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첨단 산업기술 분야 이러닝에 대해 콘텐츠, 

운영,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취 및 이해도와 현업 적용

도는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러닝 현황

산업분야의 재직자에 대한 산업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

은 특수한 영역의 전문 기술 교육으로서 분야 마다 첨단 기

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집합교육에서도 

체계적으로 지원되기 어렵다(장명희 ․ 유선주, 2006). 상급 관

리자의 경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의 요구는 높으나, 교

육적 접근은 더욱 어렵기도 하다(로보틱스연구조합, 2005). 

산업 기술 분야는 기술의 발전적인 변화 속도로 인해 교육의 

수요는 높은 반면, 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는 매우 제한이 따르는 분야라 할 수 있다.

1. 산업분야 이러닝 현황

국내 이러닝 분야의 수요 시장은 2004년 1조3천억에서 2008

년 1조8천억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산업분야 이러닝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왔는데, 2004, 2005년엔 개인 수요가 이러

닝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층이었으나, 2006년 이후 산업분야 

이러닝의 규모는 개인, 정부, 교육 분야와 비교할 때 가장 빠

르게 성장하여 왔다(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9). 

산업분야별 이러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과 통신업, 금융보험업종이 지출액 규모가 비교적 크다. 

Table 1에 따르면 2007년에 비하여 2008년에 지출액이 매

우 증가한 업종은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건

설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이다. 이는 산

업분야에 있어 특정 분야에서만 활용되어 오던 이러닝이 점

Table 1 Expenditure on e-learning system in industry field

구분
업종

2007(a) 2008(b)

농림어업 356 342

광업 및 제조업 54,094 96,726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 412 1,238

건설업 11,637 35,222

도매 및 소매업 176,153 175,430

숙박 및 음식점업 129,897 90,167

운수업 47,202 15,188

통신업 5,765 19,992

금융 및 보험업 17,528 139,947

부동산 및 임대업 15,261 12,352

사업서비스업 26,673 42,297

교육서비스업 76,085 82,46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39,968 32,499

기타 공공개인 서비스업 158,572 68,187

합계 759,603 812,052

※ 출처: (a)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8a).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단위 
백만원.)

(b)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9).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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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다양한 산업 분야로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산업기술 분야 이러닝 현황

Table 2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분야 이러닝 활용

의 세부 활용 영역중 직무, 자격, 마케팅, 기본 소양 영역은 

2005년 이후 점차 활용이 확대되어 왔으나, 외국어분야, 정

보기술분야는 활용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편, 미도입 기업의 희망 영역은 직무, 자격, 외국어, 리더십, 

정보기술, 기본 소양 영역에서는 점차 주는 경향을 보이나, 

마케팅과 산업기술 영역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현황을 통해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이러닝의 세부 영

역이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

업기술 분야에 대한 이러닝을 희망하는 경향은 증가하고 있

으나, 활용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은 분야의 특성에 맞는 이러

닝 콘텐츠의 보급과 운영 지원이 여전히 미흡함을 시사한다. 

산업기술 분야 이러닝에 대한 지원과 홍보 및 인식 확대가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산업기술 확산을 위한 첨단 분야 이러닝 지원 현황

2005년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지식경제부는 제조업종을 대

상으로 산업 기술 교육을 이러닝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시작

하였다. 기존의 기업 이러닝이 대부분 사무관리, 정보통신, 금

융보험 분야에 치우쳐 있어, 첨단 산업기술 분야의 콘텐츠 개

발이 매우 요구되나, 업종별 특화 기술의 경우 수요의 한계로 

인해 이러닝 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었다. 이에 지식경제

부는 이러닝을 통한 업종별 최신 기술 전파 및 전문 기술 재

교육 등 산업 기술 확산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노동생산

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과, 첨단 업종의 이러닝 기술 교육

을 실시하여 인력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러닝을 활용한 산업기술 확산 사업’1)을 실시하게 되

었다(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7b). 

2005년 선정되어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로봇업종(산

업기술대 운영, 무료)과 이동통신부품업종(한국부품소재산업

진흥원 운영, 무료), 2006년 선정되어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장비업종(산업기술대 운영, 무료)과, 디스플레이장

비재료업종(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서 테크빌 위탁 운영, 

유료로서 고용보험환급과정), 총 4개 업종의 이러닝 과정을 

2007년 한 해 동안 1,671명이 수강하였다. 2007년 선정되어 

1) 2008년 사업 명칭이 ‘업종별 산업기술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 ․
보급 사업’으로 변경되었다(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8b)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반도체업종, 금속소재업종을 포함

한 6개 업종은 2008년에 2,466명이 수강하였다.

사업 형태를 업종단체 모델과 대학 모델로 구분하여 시작

된 본 사업은, 사업수행기관으로 산업기술대가 선정되어 업종

단체와의 공동수행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초기 사업 형

태로 인해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운영 등이 업종별로 상이

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일관된 체계로 유지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와 한국

전자거래진흥원에서 추진한 ‘이러닝을 통한 산업기술확산사

업’의 2007년 운영 과정을 대상으로 이러닝의 적용 효과를 

분석하고, 첨단기술 분야에 부합하는 이러닝을 통한 산업기술 

확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05년부터 개발하여 2007년까지 운영된 

산업기술 이러닝 4개 업종의 23개 교과목 수강생 1,671명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24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 열흘

간 온라인 설문과 2008년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업종별 

담당자를 통해 오프라인 설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177건으로 10.6%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 Table 3과 같다. 

또한, 설문결과를 보완하고 이러닝 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 다음 Table 4와 같이 4개 업종의 교육생 11명

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표본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표본집단면접의 결과는 전사 및 코

딩을 거쳐 분석 및 해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산업기술 이러닝의 운영에 대한 효과를 만족도와 학업성취

도, 현업적용도의 차원으로 측정하기 위해 이러닝 평가와 관

련된 문헌(강이철, 2002;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

Table 3 Participants

업종 교육인원

로봇업종 (06, 07년 운영) 261명

이동통신부품업종 (06, 07년 운영) 290명

인터넷통신장비업종 (07년 운영) 453명

디스플레이장비재료업종 (07년 운영) 667명

계 1,671명



최미나 노혜란

공학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20116

Table 4 The targets of FGI

FGI 회차 업종 일시 장소 대상자 특성 인원

1회
이동통신부품업종 2008.1.16 안산

전자재료사업 개발팀 2

2회 동력전달 용접관련 1

3회
디스플레이장비재료업종 2008.1.25 수원

인사, 회계 팀 사원, 개발팀연구원 3

4회 교육담당자 1

5회 인터넷 통신 장비 업종 2008.2.1 울산 시청 전산실 직원 2

6회 로봇업종 2008.2.4 부천 로봇 연구개발팀, 대학원생 2

Table 5 The Compositions of survey questions 

차원 항목 문항 비고 항목 문항 비고

만족도 콘텐츠

학습목표의 명료성 5점척도

만족도

운영

운영안내의 적절성 5점척도

학습내용의 적정성 5점척도 즉각적인 질의응답 및 피드백 5점척도

학습내용의 전문성 5점척도 운영상의 적절한 독려와 격려 5점척도

학습 분량의 적정성 5점척도 튜터 및 강사 존재시 학습에 도움 5점척도

평가 방식의 적정성 5점척도 튜터 및 강사 미존재시 필요성 5점척도

강좌 내용의 흥미성 5점척도
시스템

시스템의 안정성 5점척도

내용 제시 방법의 적절성 5점척도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5점척도

적절하고 매력적인 멀티미디어 활용 5점척도 전반적 만족도 100점

학업 성취도
학습 목표 달성 정도 5점척도

현업 적용도
내용의 현업 적용 정도 5점척도

학습내용의 이해정도 5점척도 과정의 실제 업무 도움 정도 5점척도

원, 2003; 김미량, 2003)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진이 연구목

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교육공학 전

문가 3인의 검토를 통해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설문의 

항목은 이러닝 만족도 차원, 학업성취도 차원, 현업적용도 차

원으로 나누었다. 이러닝 만족도 차원은 콘텐츠, 운영, 시스

템 측면의 3가지로 구분하여, 콘텐츠 관련 8문항, 운영 관련 

6문항, 시스템 관련 2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

였고, 학업성취 차원은 학업성취 달성정도, 학습내용 이해정

도의 2문항으로, 현업적용도 차원은 현업적용정도, 실제 업무

의 도움정도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매우 아니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은 성별, 학력, 연령대, 선

수학습지식, 이러닝 수강 경험, 수강료 유무, 수강동기, 학습

선호양식 등이었다. 주요 설문 문항은 다음 Table 5와 같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35

로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본집단면접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였

다. 주요 문항은 수강배경, 전반적 인식, 수강실태, 강좌 문제

점, 이러닝 확대를 위한 제언 등이었고, 문항에 대해서는 사

업 관련자 및 전문가 3인의 검증을 통해 안면 타당도를 확보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설문 분석 결과

가.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첨단산업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듯 남성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53.7%로 과반수를 이루고 있었고, 대학원졸 27.1%, 

전문대졸 11.9%로 비교적 고학력자의 분포가 높았다. 연령대

로는 30대가 60.5%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7.1%로 20~30

대의 젊은 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닝 경험별로는 

유경험자가 63.8%로 이러닝 유경험자가 무경험자 보다 많았

다.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장비재료 29.9%, 이동통신부품 

29.4%, 인터넷 통신장비 24.3%, 로봇 16.4%로 로봇의 분포

가 다소 적었고 나머지 세 업종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

다. 선수학습지식은 중에 해당하는 자가 49.7%로 과반수에 

이르렀고 하 29.9%, 상 18.1% 순이었다. 수강료별로는 유료 

수강자가 50.6%로 무료 수강자보다 많았다. 수강동기는 전문

성신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46.3%로 가장 

많았고,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38.4%로 대부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선

호양식은 학습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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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향이 49.6% 정도로 가장 많았고, 학습환경에 영향을 

받으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하는 경우가 32.8%로 많아, 주

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6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항목 항목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59 89.8

여성 15 8.5

무응답 3 1.7

학력

고졸 7 4.0

전문대졸 21 11.9

대졸 95 53.7

대학원졸 48 27.1

무응답 6 3.4

연령대

20대 48 27.1

30대 107 60.5

40대 21 11.9

무응답 1 0.6

이러닝경험

경험 유 113 63.8

경험 무 57 32.2

무응답 7 4.0

선수
지식

상 32 18.1

중 88 49.7

하 53 29.9

무응답 4 2.3

업종

로봇 29 16.4

이동통신부품 52 29.4

인터넷통신장비 43 24.3

디스플레이장비재료 53 29.9

수강
동기

전문성신장위해 자발적 82 46.3

업무능력위해자발적 68 38.4

회사권유인센티브때문에 18 10.2

회사지시 강제적 4 2.3

무응답 5 2.8

수강료

유료 88 50.6

무료 62 35.6

무응답 24 13.8

학습선호
양식

학습환경무영향-자기주도적 86 48.6

학습환경무영향-수동적 16 9.0

학습환경영향-자기주도적 58 32.8

학습환경영향-수동적 13 7.3

무응답 4 2.3

합계 177 100

나. 산업기술 이러닝 만족도

산업기술 이러닝에 대한 1수준 평가인 만족도에 대해 콘텐

츠, 운영, 시스템, 전반적인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해 다음 

Table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콘텐츠, 운영, 시스템 중 콘

텐츠영역(M＝3.78)이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시스템영역(M＝3.70), 운영영역(M＝2.98)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약 80점 정도로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영역 중 학습 목표의 명료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학습내용의 적정성, 학습내용의 전문

성 등에서도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운영영역 중에서는 운

영안내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시스템영역

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 산업기술 이러닝 학업성취도

산업기술 이러닝에 대한 2수준 평가인 학습 측면에서, ‘본 

과정을 통해 소기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가’(M＝3.65)와 

‘본 과정을 통해 제공된 학습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가’(M

Table 7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industrial technology 
e-learning system

항목 평균 표준편차

콘텐츠

학습목표의 명료성 3.94 1.244

학습내용의 적정성 3.83 .703

학습내용의 전문성 3.82 .683

학습분량의 적정성 3.78 .755

평가방식의 적정성 3.66 .714

강좌내용의 흥미성 3.72 .774

내용 제시 방법의 적절성 3.75 .780

적절하고 매력적인 멀티미디어의 활용 3.71 .779

운영

운영안내의 적절성 3.58 .801

질의응답의 신속성 및 성실성 3.55 .832

운영상의 적절한 독려와 격려 3.33 .951

튜터 및 강사 존재시 학습도움 2.58 1.633

튜터 및 강사 미존재시 필요성 1.86 1.782

시스템
시스템의 안정성 3.72 .768

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 3.68 .806

전반적인 만족도 79.67 13.629

Table 8 The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on industrial 
technology e-learning system 

항목 평균 표준편차

학습 목표 달성 정도 3.65 .667

학습내용의 이해정도 3.70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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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The result of FGI by types of business

업종 문항 주요 내용

로봇업종

수강 배경 기초지식을 습득하려고 수강하였기 때문에 만족함

전반적 인식 새로운 분야는 아니지만 오프라인 강좌에는 없는 강좌가 30% 정도 있었음

수강 실태 실습을 할 수 없어서 기초가 아니면 이러닝에 부적합한 것 같음

강좌 문제점
온라인은 요점만 제공을 해주다 보니 전반적인 흐름은 파악이 되지만 구체적인 이해는 가지 않음/ 멀티 콘텐츠를 
살려서 플래시나 스토리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음

이러닝 확대 콘텐츠가 다양화 된다면 확대가 될 것 같음 

이동통신부품업종

수강 배경 기술 동향 메일링 서비스를 받는 사이트에서 알게 됨/ 교수님 추천

전반적 인식
저의 분야는 참고자료나 서적 등이 조금 취약함. 기업에서도 오픈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이러닝은 
매우 도움이 됨/ 내용 수준의 깊이가 좀 부족했음 / 어설프게 알고 있던 내용을 되짚을 수 있었고 정리의 기회가 
되었음

이동통신부품업종

수강 실태 무료강좌여서 인지 강좌 수가 적고 문의를 할 수 없었음. 콘텐츠만 올려있고 아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강좌 문제점
내용의 양이 적고, 개론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어서 전문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 활용 지식
은 부족함/ 수강이 끝나고 교재를 무료로 제공받았음. 교재의 질이 만족스러웠으나, 학습 중에 제공받았으면 더 좋
았을 것 같음

이러닝 확대
이런 자료를 국내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의 팀에서는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러닝이 직
장인에게는 적합하다고 생각함

인터넷장비업종

수강 배경 인터넷정보진흥원에서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여 요청

전반적 인식
제목이나 목차를 봤을 때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해서 들었으나, 실질적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교과서
적인 느낌임

수강 실태 책을 보고 또 보는 느낌이어서 분량이 많다고 느꼈음/ 강사가 나와서 하는 것 보다 HTML 쪽이 더 좋은 것 같음

강좌 문제점
목차는 필요하다 싶어서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았음/ 내용이 교과서 적이고 개요만 시험 칠 수 있도록 문제풀이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음/ 나의 강의실도 없고, 메뉴 목차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서 끝나는지도 모르
겠고, 불편했음 

이러닝 확대
내용을 추가해서 더 세분화하여 운영하면 좋겠음/ 지방에는 교육기회가 적으니까 확대는 반가운 일이지만 무리가 
가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음 

디스플레이
장비재료업종

수강 배경 회사의 교육 담당자가 추천함

전반적 인식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음/ 알고 있는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수준이었음 / 심도 있
는 내용이 부족했음

수강 실태
유료이지만 전액 회사에서 지원함 / 운영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줌 / 마감 날짜 등 진도체크를 해주어서 도
움을 받았음

강좌 문제점 더 심화된 내용이 필요함. 초급, 중급 고급을 나누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음

이러닝 확대
온라인 교육은 자기가 선택해서 주말이라든지 골라서 들을 수 있어서 좋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활성화 되면 좋
겠음

＝3.70)에 대해 비교적 높은 성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대체적으로 자가진단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라. 산업기술 이러닝 현업적용도

Table 9에 제시된 산업기술 이러닝에 대한 3수준 평가인 

Table 9 The degree of transfer on industrial technology 
e-learning system 

항목 평균 표준편차

내용의 현업 적용 정도 3.50 .762

과정의 실제 업무 도움 정도 3.53 .846

현업적용도 측면에서, ‘본 과정 수강 후 학습한 내용을 현업

에 적용하였는가’(M＝3.50), ‘본 과정은 실제 업무에 도움을 

주었는가‘(M＝3.53)에 대해 비교적 보통정도의 도움이 된 것

으로 나타났다.

2. 표본집단면접 분석 결과

표본집단면접의 실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10과 

같다.

표본집단면접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강배

경과 전반적인 인식 및 수강실태에 대한 결과는 첫째, 이러닝

의 수강 배경과 관련하여 개인 학습자들이 산업 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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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접근에 의해 수강하는 경우보다 동료

나 교육담당자, 기관의 추천에 의한 간접적인 접근이 많았다. 

둘째, 이러닝의 전반적인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특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효과적이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점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심화적인 내용이 부

족하고 교과서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실제적이지 못한 점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셋째, 산업 기술 분야 이러닝의 수강실

태는 무료와 유료 운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며, 업무시

간 중에 이러닝을 학습하는 것에 대하여 조직 차원에서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

어 볼 때, 산업기술 이러닝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지

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산업기술 이러닝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현장의 학습자들이 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홍보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강측면에서도 많

은 학습자들이 기관의 체계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율적인 수강의지에 의지하여 어렵게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기술 이러닝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닝 수강생들이 

조직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한 조직차원의 이러닝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 기술 분야 이러닝의 문제점과 이러닝 확대에 대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기술 분야 이러닝의 문제점에 

대하여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개론적이며 요점정리식

이어서 구체적인 이해와 실제적인 활용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

적되었으며, 설계 방식이 대부분 튜토리얼 강의식이므로 보다 

다양한 전달방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평가가 형식적이며 보충

심화 자료의 보완과 사전에 교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되

었고, 인터넷통신장비업종의 경우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둘째, 이러닝의 확대와 관련

하여 지방에 재직 중인 산업 기술 분야의 직장인에게 이러닝

이 매우 적합한 교육 방식으로 확대를 원하고 있으나, 현장

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

술 분야와 툴 활용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정이 요구되었

고 운영 체계 및 강좌 유형의 융통성, 커뮤니티 지원 및 연

계, 홍보강화 및 검색 강화 등이 요구되었다. 이러닝 강좌 내

용의 실제적인 현업적용을 높이기 위해서도 콘텐츠 개발 시 

현장의 풍부한 사례와 실제적인 기술 및 현황을 반영하고 이

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현업 중심의 교수설계 전략이 도

입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첨단 산업 기술 분야의 이러닝 적용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콘텐츠, 시스템, 운영 측면의 만족도와 

학업성취 및 이해도, 현업적용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문 

분석을 하고, 표본집단면접을 통해 이러닝 수강에 대한 전반

적인 인식 및 수강실태, 이러닝 확대 등에 대해 분석을 하였

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이러닝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첨단기술 이러닝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취는 보통이

상 수준으로,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

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

육이 쉽지 않은 첨단기술 산업분야에 이러닝 활용에 대한 긍

정적인 확대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새로운 분야에 이러닝 교육이 접목될 수 있도록 수요

자 중심의 요구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첨단산업기술분야의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어

렵고 시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러닝을 통한 산업기술 확

산 및 인력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첨단 산업기

술 분야에 이러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각 첨단기술분야의 전문가 혹은 

담당자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신기술 정보 및 재교육으로부

터 소외된 상황에서 이러닝을 통한 교육이 매우 새로운 기회

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닝 

적용분야의 한계가 없음(Rosenberg, 2006)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첨단산업기술 분야의 경우 계속적인 기술 개발과 산

업 변동에 따라 교육적 요구가 급변하며, 융복합적 기술의 

확대로 인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교육적 요구

가 매우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이러닝을 통한 첨단기술분

야의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기술의 또 다른 융복

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신규산업 발굴의 토

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와 산업체가 함께, 대상 학습자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분야 외의 다양한 첨단 분야의 기초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

는 이러닝 학습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요구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산업기술 분야의 전체적인 이러

닝 현황을 조사한 연구가 아니라 4개의 로봇, 이동통신부품, 

인터넷통신장비, 디스플레이장비재료의 분야로 한정되어 조사

하였으며, 1년간의 운영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조사가 이루어

져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로는 국내 대기업에서 자체로 운

영되고 있는 산업기술 분야 강좌와 이러닝 위탁 업체의 산업

기술 분야 강좌들의 포괄적인 운영 조사를 비교적 장기간의 

운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별, 기간별, 이러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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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업간 공유 방안 등의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수강동기

와 관련하여 회사권유의 인센티브가 이러닝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조직의 

지원은 현업적용을 비롯한 교육의 성과에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때 이러닝에서는 특히 그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V.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기술 실무 재교육의 효과를 분석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 업종 23개 강좌 수강생 177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6회에 걸쳐 11명에 대해 표본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만족도 중 콘텐츠와 시스

템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78, 3.70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운영에 대해서는 평균 2.98로 비교적 낮았

다. 학업성취도 영역은 평균 3.68으로 비교적 높았고, 현업적

용도 영역은 평균 3.51로 보통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집합

교육이 쉽지 않은 첨단기술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이

러닝은 교육기회 확대 및 기술 확산 등에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향후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분

화된 개발 및 운영 서비스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주제어: 산업기술, 이러닝, 교육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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