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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introductory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for the employees, who majored liberal arts or commerce, among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industrial workers which 
are performed as an effort to spread the performance of the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and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through effective program opera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on the basis of CIPP evaluation model (context, 
input, process, product). A factorial analysis and a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a survey made on 87 persons 
who completed the introductory engineering education program among the employees of D group who majored liberal arts or 
commerc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ward suggesting the implications for designing and operating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industrial workers in order to find out the important factors of satisfaction and to conduct the education 
operation with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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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국제화, 융복합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경제, 사회, 교

육 등 모든 분야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 받고 있다. 최

근 일선기업과 대학에서는 인문학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윤

덕용, 2012). 

특히 이공계 대학에서는 폭넓은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

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학교육 현장에도 전공과목에 대한 전

문성뿐만 아니라 기초 과학 습득과 법, 경제, 의사소통 능력 등

의 소양을 갖춘 창의성 있는 글로벌 엔지니어의 양성을 위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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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육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재응, 2012). 한편 세계화 추

세에 맞추어 최근 기업 연수원은 경영자 및 글로벌 리더양성교

육과 외국어를 포함한 이문화 교육, 그리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이만표, 1999), 

이러한 주요 프로그램들 중 기업에 입사한 사원들의 조기전력

화와 직무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는 지역대학과의 협력 교육 프

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들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이공계출신의 사원들의 

인문학 교육뿐만 아니라 중공업 및 IT기업에 재직하는 인문상

경계열 출신의 대다수 사원들의 공학입문교육에도 투자와 관심

이 증대되고 있다. 입문교육이란 기업의 문화적 특성을 사원들

에게 전달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자세와 태도,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팀웍을 다지는 기본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유영만, 2000). 이에 대하여 한준상(2010)은 입문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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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선발한 인재를 기업문화에 적응시키

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

다. 인문상경계열을 졸업한 사원들이 중공업 및 IT 기업에 입사 

후 현업에 배치되었을 때 공학입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팀웍 

향상 및 사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기업 내 조기 전력화를 가능

하게 할 수 있다. 2011년 대기업의 조기 퇴사율은 13.9%로 10

명의 신입사원 중 1～2명이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의 노사인력팀, 2011). 대졸 사원들의 조기 퇴사는 기업

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채용한 신입인력을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며(엄동욱, 

2008) 구성원의 사기 저하 및 조직에 대한 로열티 감소라는 문

제를 야기한다(박지원, 2004). 이에 따라 기업은 사원의 조기 

퇴사율을 감소시키는 한편, 우수인재의 조기 정착화 및 조직 몰

입도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왔다(김지하 ․ 장지현, 2009). 

그 방안들 중 교육적 방법으로 실시되는 입문교육은 최근 시대

와 환경의 진화에 따라 점차 변화하고 있다. 입문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과거에는 회사의 입장이나 기업정신을 전달하고, 조직 

생활을 강조하거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초 

훈련을 목적으로 입문교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 이

후 입문교육은 조직문화를 공유하고 구성원의 정체성을 강화하

기 위하여 회사의 비전과 전략방향 그리고 핵심가치(core value)

를 공유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유영만, 2005), 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한준상, 

2010). 이와 함께 자사의 문화와 업(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박한식, 2007). 또한 교육

의 실행 방법에도 변화가 있다. 과거 특정 분야 전문가가 가공

한 지식을 강의식 기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에서 

최근 이루어지는 입문교육에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한편, 봉사활동, 극기 훈련, CEO와

의 대화 등 다양한 학습기법이 시도되고 있다(한준상, 2010). 

또한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분야 교수진과 

품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의 지식 습득을 용이하

게 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와 함께 많은 예산과 에너지가 투입되어 

진행되는 다양한 입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커져가고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인문상경계열을 졸업하고 중공업분야 및 공

학기반 대기업에 재직하는 사원들의 공학입문교육의 효과성을 

살피고자 한다. 입문교육의 본래 목적인 인문상경계열 사원들

의 조직 적응과 업무 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효과

성이 전제 되어야 하며 이를 알아내기 위한 첫 단계로 학습주

체인 학습자가 지각하는 만족도 요인이 무엇인지 도출해 낼 필

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진 만족도 연구는 대개 학습

자가 교육에 참여한 직후 느끼는 만족감을 알아내는 반응수준

(reaction)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 대

학과의 협업에 의한 교육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도 필요

하며 실제 학습자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요소들의 총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IPP 평가 모형을 활용하

여 과정(process), 상황(context), 투입(input) 및 결과(product) 

범주에 따라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공학입문 교육 참여자의 

인식수준과 만족도와의 관계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이는 기업체의 문화와 업(業)에 합일하며 지역 대학과

의 협업을 통한 전문성을 추구하는 공학입문 프로그램의 내실

화를 제고하고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며 산업체 실무자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각급 공학교육혁신

센터 프로그램운영자에게 프로그램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

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학문적 배경을 가진 대기업재

직사원이 공학입문교육에 참여한 후 지각하는 인식수준을 CIPP

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맥락(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product)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학습자가 교육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C대학이 혁신센

터 사업의 성과확산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의 인문상

경계열졸업 실무자들 대상의 공학입문교육의 개선점을 모색하

고 향후 학습자가 만족하는 공학교육입문 교육을 개발하고 발

전시키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학입문교육에 참가하는 인문상경계열졸업 대기업사

원의 교육전반에 대한 인식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공학입문교육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공학교육 입문 교육의 목적과 최근 동향

과거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조직 내 확보된 인재의 효과적인 

활용이었지만 앞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주안점이 되고 있다(신수식, 신창근, 2001). 우수 인

재의 확보가 기업의 사활에 직결된 현 상황에서 과거의 관행적

으로 이루어져오던 채용제도가 새로운 경영환경에 처해서는 그 

적합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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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IPP Evaluation Model Applied Previous Research

평가영역 강대구(2002) 류지헌 외(2005) 김진모(2006) 송영수(2010)

상황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 국가
의 기대

학습준비

국내 농업환경
농업인 교육의 문제점
농업교육을 위한 역할 정립
농업인 육성/교육정책
농업인 교육 대상자의 특성

조직차원의 필요수준
조직의 지원수준

투입
교사
학생
교육시설

학습도구
학습내용

리더십
정책연계 및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협력
시설 및 기자재
예산
교육 담당자
강사
교육정보

학습자 특성
학습내용

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
매체활용

학습활동
학습지원
학습관리

요구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코치역량
학습활동

산출
교육인력의 질적 우수성
양적 적절성

학습평가
만족도
효과성
소득증대

학습 평가

께(정현, 1999)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안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지

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와 교육운영

팀의 지원을 받고 사원들을 교육하는 방식도 시도 되고 있으며 

혁신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산업체 실무자 재교육이 이

러한 유형에 포함된다. 

2. CIPP평가 모형

평가와 관련하여 Phillips(2003)는 기업 교육 프로그램 자체

가 학습자의 만족도를 얻지 못한 다면 기업의 HR부문이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교육프로세스가 잘 진행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완료 후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데 있

어서 학습자의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 교육 

프로그램에는 학습자의 피드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양한 교육평가의 유형과 평가모형 적용에 대한 논의 가운데 

교육현상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에 적합한 것은 의사결

정모형을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진모, 2006).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모형의 대표라 할 수 있는 CIPP모

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CIPP평가모형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획 결정을 위한 상황평가요

소(context), 구조 결정을 위한 투입평가요소(input), 실행 결정

을 위한 과정평가요소(process), 그리고 재순환 결정을 위한 결

과평가요소(product)의 네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평가 모형

이다.

CIPP 평가 모형의 주요 특징은 특정 프로그램의 성장을 촉

진하고 체계적 피드백 정보를 제공하여 주요 요구사항을 잘 충

족시키거나 가용자원 활용을 최대화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며

(송영수, 2008) 체계적인 평가모델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전화춘, 2007; 정진국, 2000; 정

재삼, 1998). 이를 통하여 교육운영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설정할 수 있기에 인문상경계열 졸

업 대기업 사원의 공학 입문교육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높은 요

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도구 

본 연구의 대상은 D그룹(기업집단)의 3년 미만 재직 인문 및 

상경계열 졸업 사원 총89명을 대상으로 총5일간 진행된 공학

교육입문 교육을 수료한 시점에 조사되었다. 

D그룹은 발전 및 담수 플랜트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중공업 

업체로 2003년부터 2005년에는 세계 MSF담수플랜트 40%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한 기업이며 현재 세계 발전, 담수분야 선도 



전주현․이재응

공학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201382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변수 구분 요인 문항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독립변수

맥락

교육요구수준
신입사원 역량향상 필요 수준

3 .80
입문교육 필요성과 노력 수준

교육기대수준
인재육성 시스템수준

2 .46
공학교육입문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기대수준

투입

교육지원
교육 전 입문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안내 여부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제공 여부

5 .70

교육환경
학습환경 2 .71

연수생활 환경 2 .62

과정
교육활동 교육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부여된 교육시간의 적절성 2 .27

교육진행 교육전략의 적합성, 강사-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정도, 강사만족도, 담당자의 교육활동 촉진 등 8 .86

결과 전체교육성과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 4 .88

전체 28 .91

종속변수 만족도 교육만족도 참여자의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 수준 4 .88

기업을 목표로 기술역량 고도화, 비즈니스 시스템고도화를 실

천하며 글로벌 선진기업의 면모를 다지고자 공학계열 졸업 재

직 사원과 인문상경계열 졸업 재직 사원들의 효과적인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 다방면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대상인 공학교육 입문 교육은 D그룹 재직 인문 및 상경

계열 졸업 사원을 대상으로 대학 및 기업 협업 프로젝트로 서울

소재 C모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 주관으로 2013년 2월18일에

서 22일까지 총 5일간 일일 총 8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콘텐츠

는 Ice Breaking을 시작으로 기계공학의 이해, 설계 기초, 창의

적 공학설계, 금속 재료의 이해, 금속 열처리 기초의 이해, 생산

제조의 이해, 기계요소의 이해 등 업무 연관 공학입문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실제 이러한 공학입문 콘텐츠와 회사 

제품과의 연계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졌다.

Table 2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D그룹 재직 인문상경계

열 졸업 재직사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먼

저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전체 응답자 

87명 중 남성이 56명으로 64.4%, 여성이 30명으로 34.5%, 무

응답이 2명 있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가 1명(1.1.%), 25-29

세가 58명(66.7%), 그리고 30-34세가 27명(31.0%)로 나타나 

20대 후반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직년수의 경

우 신입사원이 16명으로 18.4%,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근무한 

응답자가 13명(14.9%), 1-3년을 근무한 응답자가 55명(63.2%), 

4-6년을 근무한 응답자가 1명(1.1%)으로 절대다수의 응답자가 

3년 이내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도구는 연구대상자

들의 공학입문교육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주요 요인

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도구로 CIPP 평가모

형(Stufflebeam, 1968, 2007)에 근거하여 다양한 문헌고찰을 

실시한 후 기존 선행 연구(송영수, 2010; 류지헌, 2007)에서 개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구분 빈도(명) 백분율(%) 계(명)

성별

남 56 64.4

87

여 30 34.5

무응답 1 1.1

연령

20-24세 1 1.1

25-29세 58 66.7

30-34세 27 31.0

35-39세 0 0

40-45세 0 0

무응답 1 1.1

전공

경제 1 1.1

경영 33 37.9

경영정보 1 1.1

경제 26 29.9

법학 9 10.3

불어불문 2 2.3

사회과학 1 1.1

신방 1 1.1

어문 1 1.1

영문 1 1.1

영어영문 2 2.3

정외 1 1.1

행정 4 4.5

무응답 4 4.6

재직년수

신입사원 16 18.4

6개월-1년 이내 13 14.9

1-3년 55 63.2

4-6년 1 1.1

6년 이상 0 0

무응답 2 2.3



CIPP 평가 모형을 적용한 대기업 사원 공학입문 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3), 2013 83

발된 것을 바탕으로 인문상경계열 출신 재직사원 공학교육입문 

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 보완 후 전문가들의 안면 타당

도를 검증 받은 설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인문 및 상경계열 재직 사원

들의 공학입문교육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주요 요인

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도구이다. 우선 CIPP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다양한 문헌고찰을 실시한 후 기존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바탕으로 공학교육입문 교육의 특성을 

반영 하였다. 

설문은 5점 Likert척도 응답방식으로 상황, 투입, 과정, 결과 

부문별 예비 설문문항을 도출하고, 공학교육입문교육에 이해도

가 있는 공과대학교 교수 3인 및 D그룹 HR부서 담당 실무자 

2인, 교육학박사 1인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이해하

기 어려운 모호한 어휘와 문장을 수정, 보완 하였다.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산출

한 내적일관성계수(Cronbach'sα)는 .27(교육활동)에서 .88(전

체교육성과) 사이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91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Table 3 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2. 자료 분석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문상경계열 졸업 재직사원 

공학입문교육의 만족도 및 학습 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학습자

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각 인

식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교육만족도 수준

에 따른 재직사원 공학입문교육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만족도 상 ․ 하위집단에 따라 각 인식요인들이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지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

․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평균점수를 사용하게 되면 평

균점수 근처에 분포하는 샘플들의 점수가 실재하는 차이효과를 

과소추정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평균을 중심으로 ±0.5 

표준편차 밖에 분포하는 집단을 각각 만족도 상위집단과 만족

도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직사원 공학입문교

육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표준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예측변

인들을 확인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재직사원 공학입문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수준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재직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학입문교육

Table 4 Learner's understanding levels of introduction 
training of employees 

구분 요인

상위집단
(n＝24)

하위집단
(n＝28) t

전체집단
(n＝87)

M SD M SD M SD

맥락
교육요구수준 4.82 .31 4.17 .55 5.38*** 4.36 .54

교육기대수준 3.77 .64 3.68 .64 .52 3.72 .63

투입

교육지원 3.89 .58 3.37 .38 3.87*** 3.66 .47

교육
환경

학습환경 4.40 .61 3.89 .57 3.09** 4.05 .60

연수생활환경 4.33 .58 3.95 .63 2.29* 4.14 .57

과정
교육활동 3.98 .74 3.38 .60 3.23** 3.66 .62

교육진행 4.02 .54 3.63 .43 2.93** 3.81 .50

결과 전체교육성과 4.22 .49 3.14 .49 7.91*** 3.70 .60

만족도 4.56 .30 3.08 .40 - 3.83 .64

주. * p＜.05, ** p＜.01, *** p＜.001

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 환경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

구의 종속변수인 교육만족도의 경우 전체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3.83점(SD＝.64)인 것으로 나타나 보통(3점) 이

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8개 하위요

인의 전체 인식점수를 살펴보면 교육요구수준이 4.36점(SD＝ 
.54)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지원(M＝3.66, 

SD＝.47)과 교육활동(M＝3.66, SD＝.62)이 가장 낮은 인식점

수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통(3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

으며 이는 공학입문교육에 대한 재직사원들의 인식점수가 전반

적으로 보통 이상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만족도 상 ․ 하위집단에서 각 교육관련 요인들에 대

한 인식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요구수준(t＝5.38, p＜.001), 교육지원(t＝3.37, 

p＜.001), 학습환경(t＝3.09, p＜.05), 연수생활환경(t＝2.29, 

p＜.01), 교육활동(t＝3.23, p＜.01), 교육진행(t＝2.93, p＜ 
.01), 전체교육성과(t＝7.91, p＜.001) 등 교육기대수준을 제외

한 모든 요인들에서 만족도 상위집단이 만족도 하위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인식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간 인식점수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첫 번째 맥락범주 내에 존

재하는 두 가지 요인 중 교육기대수준에 비해 교육요구수준의 

인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CIPP 평가모델 세부 항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수준

다음으로 CIPP 평가모델에 근거한 세부평가항목들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수준을 교육만족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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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earner's understanding levels of factors in context and input categories

구분 요인 내용(문항)
상위집단(n＝24) 하위집단(n＝28)

t
M SD M SD

맥락

교육요구수준

 교육의 필요성(1) 4.88 .34 4.25 .75 3.96***

 공학지식의 필요성(2) 4.79 .42 4.11 .63 4.55***

 재직사원의 공학입문교육 필요성(3) 4.79 .42 4.14 .65 4.20***

소계 4.82 .31 4.17 .55 5.38***

교육기대수준

 인사 및 승진체계에 대한 이해(4) 3.38 .82 3.36 .95 .07

 재직사원 육성에 대한 지원 및 기대(5) 4.17 .70 4.00 .61 .92

소계 3.77 .64 3.68 .64 .52

투입

교육지원

 교육 안내의 명확성(7) 3.83 .82 3.32 .72 2.40*

 교육 목표의 분명한 제시(8) 3.88 .74 3.32 .86 2.46*

 과정 개요 및 교재와 자료의 충분한 제공(9) 3.92 .78 3.61 .74 1.47

 제공된 학습 자료의 실효성(10) 3.88 .95 3.46 .51 1.99

 교육 난이도의 적절성(11) 3.96 .55 3.14 .85 4.04***

소계 3.89 .58 3.37 .38 3.87***

교육환경

학습환경

 강의실 환경(12) 4.17 .87 3.71 .66 2.13*

 기자재의 원활한 작동(13) 4.63 .50 4.07 .66 3.67**

소계 4.40 .61 3.89 .57 3.09**

연수생활환경

 제공된 식사의 만족도(14) 4.29 .81 3.89 .74 1.86

 강의시설 및 서비스의 만족도(15) 4.38 .71 4.00 .72 1.88

소계 4.33 .58 3.95 .63 2.29*

주. * p＜.05, ** p＜.01, *** p＜.001

Table 6 The learner's understanding levels of factors in process and product ategories 

구분 요인 내용
상위집단(n＝85) 하위집단(n＝86)

t
M SD M SD

과정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계획적 운영(16) 4.33 .64 3.96 .64 2.08*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적절성(17) 3.63 1.14 2.79 1.00 2.84**

소계 3.98 .74 3.38 .60 3.23**

교육진행

 강의 기법의 적절성(18) 4.04 .91 3.48 .75 2.41*

 교육기법이 내용 이해에 도움(19) 4.04 .62 3.39 .74 3.39**

 강사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20) 4.00 .72 3.64 .73 1.77

 동료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21) 3.50 1.02 3.32 .95 .65

 강사의 철저한 교육준비(22) 4.17 .87 3.86 .53 1.58

 강사의 강의 전달력(23) 4.13 .61 3.68 .48 2.96**

 과정 운영담당자의 공지(24) 4.13 .63 3.75 .75 1.94

 과정 운영담당자의 지원(25) 4.22 .67 3.86 .59 2.04*

소계 4.02 .54 3.63 .43 2.93**

결과 교육성과

 공학입문교육의 업무 도움(26) 4.25 .44 3.07 .66 7.41***

 공학입문교육을 통한 사업분야 이해(27) 4.33 .57 3.18 .61 7.03***

 교육을 통한 공학이해와 공감(28) 4.33 .48 3.14 .59 7.88***

 교육을 통한 회사의 비전 및 미션 이해(29) 3.96 .81 3.18 .67 3.81***

소계 4.22 .49 3.14 .49 7.91***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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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맥락범주와 투입범주의 분석결과가 

Table 5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맥락범주에서 교육요구수준요인

에서는 1, 2, 3번 문항이 모두 하위집단에 비해 상위집단의 인

식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기대수준요인에 해당

하는 4번과 5번 문항에서는 상 ․ 하위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범주의 교육지원요인의 세부문항들 중에서는 1, 8, 11번 

문항에서 하위집단에 비해 상위집단의 인식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환경요인에서는 세부하위요인 중 

학습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12, 13번 문항은 하위집단에 비해 

상위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인식점수가 나타난 반면, 연수 

생활환경에 해당하는 14, 15번 문항들은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의 인식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6은 과정 및 결과범주에 포함된 세부항목들에 대

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과정범주의 교육활동요

인의 16, 17번 문항은 모두 하위집단에 비해 상위집단의 인식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던 반면, 교육진행요인의 세부문항들은 

문항별로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18, 19, 23, 25번 

등 4개 문항에서는 하위집단에 비해 상위집단의 인식점수가 유

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20, 21, 22, 24번 문항에서는 상 ․ 하위

집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재직사원 공학입문 교육 만족도의 예측 요인에 

대한 분석

CIPP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8개 독립변수들 중 교

육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은 동시투입(enter)방식으로 분석

에 사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

석결과 CIPP 평가도구에 기반한 8개 독립변수들이 교육만족도

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F＝21.90, p＜.001), 모형은 교육만족도의 전체 변량 중 

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69). 예측변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맥락범주에서 교육기대수준(t＝－2.01, p＜.05)과 

결과범주에서 전체교육성과(t＝8.76, p＜.001)가 유의미한 예

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β를 살

펴보면 교육기대수준의 경우 －.14, 전체교육성과의 경우 .76

으로 나타나 두 변인 중에서는 전체교육성과에 대한 인식이 교

육만족도를 더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교육

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에 

Table 7 Result of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prediction of satisfaction level 
with training

구분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eta
t

B 표준오차

맥락
교육요구수준 .16 .09 .14 1.76

교육기대수준 －.14 .07 －.14 －2.01*

투입

교육지원 .05 .13 .04 .40

교육
환경

학습환경 －.02 .10 －.02 －.25

연수생활환경 －.02 .09 －.02 －.23

과정
교육활동 .05 .09 .05 .53

교육진행 .01 .13 .01 .09

결과 전체교육성과 .81 .09 .76 8.76***

주. * p＜.05, ** p＜.01, *** p＜.001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의 변인

들은 교육만족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직사원 공학입문교육에 대한 학습

자들의 인식수준은 교육요구수준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교육

지원과 교육활동은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둘째 CIPP 평가모델 

세부 항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수준은 교육만족도 상위집단

이 하위집단 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재직사원 공

학입문교육 전체교육성과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

학입문교육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응답자들은 낮은 만족

도 집단에 비해 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지식 증진, 기업의 사

업 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 공학에 대한 이해 증진 등 교육성과

를 더 많이 얻었다. 

대기업 인문상경계열 졸업 재직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학

입문교육에 대한 교육대상자들의 인식과 실제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산업체 실무자 및 공과대

학 졸업생 대상의 공학교육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대상자들의 공학입

문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

면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담당자는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

어 기존의 교육과정의 반복적인 시행이 아닌 교육대상의 특성 

및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와 교육활동의 필요 내용을 개선

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대상자들이 공학입문교육 자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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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기대와 요구수준을 전 방위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교육

에 반영 현업에서 공통 언어를 형성하는 틀(기업의 핵심가치와 

비전, 미션)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

라서 교육대상자들이 높은 만족을 보일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교

육을 지원하는 지역 대학과의 협업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공학

교육혁신센터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을 제언 하며 연구의 특성

상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공학교육 입문교육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교육과정에 

맞추어져 진행되었으나 향후 실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피

교육자들이 업무로 복귀하여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정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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