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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용 직업훈련 기관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의 문헌을 고찰하여 이론적인 개념의 정립과 교육 환경의 변수들을 파악하여 훈련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연구의 모형과 연구 가설을 설정,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서울 경기지역 

미용 훈련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수집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교육 환경은 NCS 교육 방법과 강사 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둘째, NCS 교육 방법은 훈련생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강사의 역량 부분에서

는 훈련생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직업훈련, 교육 환경, NCS 교육 방법, 강사 역량, 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educational environment on 

satisfaction among trainees of beauty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By examining the literature 

of previous studies, the research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were established,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questionnaires to establish theoretical concepts and identify 

variables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o verify the effects on trainee satisfaction. A questionnaire 

was collected from 180 beauty trainees in Gyeong-gi, Seoul,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AMOS 22.0.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NCS education method and instructor competency. Second, the 

NCS education method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trainee satisfa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the instructor's competen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traine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Vocational training, Educational environment, NCS education method, Instructor competenc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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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21세기 4차 산업혁명

이 가져오는 이슈 중 하나가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1].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전문 기술 인력을 제외한 사람들

의 일자리 대부분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미용 직종’은 사람과 사람 간의 교감

과 사람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직종으로 인공지능이

나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다[2]. 이

로 인해 미용 직종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전문 미용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 훈련의 

중요성도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다[3].  

기존 미용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 방식이 단순히 공급

자 중심의 미용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문 기술을 훈련

시키는 교육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지고 있다[4].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미용 직업훈련 기관들의 교육 환경과 NCS 교육 방법, 

강사 역량이 훈련생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 간의 인과관

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

래에 적합한 직업훈련 기관의 발굴과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직업훈련 교육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직업훈련

직업훈련이란 개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본인의 

흥미ㆍ적성ㆍ능력ㆍ신체적 특성 및 가치관 등에 맞는 일

을 택하여, 그 일에 필요한 태도ㆍ기능ㆍ지식ㆍ판단력ㆍ

이해ㆍ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5]. 

이정우(2013)는 “직업훈련의 의미는 사회의 변화와 각 

나라, 학자, 시대적 상황의 제도화된 통념에 따라 정의

되고 있기에 그 내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학

문적으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수립된 것은 아니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기능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에 관

한 용어는 실업 교육, 기술 교육, 산업 교육, 직업 교육, 

직업 훈련, 산업 훈련 등 사회적 유용성에 근거하여 여

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였다[4]. 

2.2 교육 환경

교육 환경은 교육 서비스, 교육 시설 등 전반적인 교

육 시스템 환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훈련

교육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인 요건, 노출 및 자

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물리적인 환경과 비물리적

인 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교육 환경이 교육훈련 기관의 학습활동 분위기를 적극 

반영 하는 관계를 나타냈을 때, 훈련생들이 더 큰 만족감

을 느끼며 더욱 능동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6]. 

교육 환경은 환경제공 요인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훈련기

관의 교육 환경에 대한 훈련생들의 만족도는 훈련 교·강

사의 강의와 훈련기관의 시설이나 행정 서비스 등의 전

반적인 교육 환경 시스템에서 고려되어야 한다[3].

2.3 NCS 교육 방법

NCS에 기반을 둔 교육은 실무에 초점을 둔 직무능력

과 직원 채용에 초점을 둔 교육 시스템을 가진다. 이것

은 현장 실무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하여 적절히 대

처할 수 있고, 대부분의 훈련 기관들이 사용하는 능력 

단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교육훈련·현장실무‧자격요건의 

연계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7]. 

기존의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훈련 목표가 주어진 시

간 내에 훈련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었다면, NCS 

도입한 후로는 NCS의 능력 단위가 요구하는 수행 준거

를 이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직무능력 중심

의 인재 양성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8].

NCS 교육 훈련 방법은 산업현장 실무에 적합한 시설

에서 훈련과정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장비와 훈

련 실습실 등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받으며 또한 산업체 

실무 현장의 시설과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직무 

기술은 NCS 교육 방법과 영향 관계가 있다. 강혜경

(2017)은 그 연구에서 NCS 훈련과정을 위한 교육 방법

은 어떤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는가 등에 관하여 연구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수업 

설계 및 구조화’, ‘수업 전개 및 마무리’, ‘학습 분위기 조

성 및 유지’ 등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교수법의 주

요 요인을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9]. 

2.4 강사 역량

Eden & Ravid(1982)는 “교육훈련 제공 요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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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사항으로 교육 강사의 역량을 들 수 있는데, 이

는 수강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해 주고, 학습의 두려

움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

다. 즉, 강사는 훈련생들에게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학습 분위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이끌어야 한다[10]. 

Enos(2001)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강

사가 갖추고 있는 자격요건과 그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교육훈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

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 및 기술들을 완전히 정통하여

야 한다"라고 하였다[11].

양태식(2004)은 그 연구에서 강사가 보유한 전문 지

식수준, 강의 내용, 수업 준비, 훈련생과의 관계, 수업 시

간 준수 등이 만족도에 우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로 

나왔다[12]. 

2.5 훈련생 만족도

Jones& Sasser(1995)는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에

서 만족(satisfaction)이란 정서적인 반응이며 개인이 

직무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평가 결과로 만족스럽고 

즐거운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라고 정의하였다[13]. 

Anderson & Sullivan(1993)은 “학생 만족은 대학 생

활 기간에 개인적인 경험, 교육 경험의 가치에 대한 인

식”이라고 정의하였다[14]. 

조리 훈련 교육과정을 마친 훈련교육생들을 상대로 

조리 교육 훈련과정의 만족도와 유익한 정도를 측정하

고, 조리 교육 훈련과정의 교육훈련 환경과 학습 성과에 

대한 성취도 간에 교사의 교육 방법과 교육 시설의 만족

도가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교육 강사의 

강의기술, 교육 시설 환경 등의 유익성과 매개변수가 높

으면 높을수록 훈련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15].

직업훈련 기관에서 수강 중인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훈련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서비스와 환

경의 만족도가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교육 서비스 중의 하나인 강사 능력과 

교육 훈련과정,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여야 하고, 교육 

환경인 시설과 교육 분위기의 질 또한 높아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생들의 추천 의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의 학습 능력 수준에 적합한 교육 훈련과정, 학

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수업 분위기의 형성으로 훈련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4].

교육훈련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훈련생 만

족 및 추천 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 환

경시설, 교육 강사, 훈련 운영 서비스는 훈련생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인 훈련생 만족은 재추천 

의도에 영향을 끼친다[16].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의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이

론적인 개념의 정립과 이것을 통해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여 훈련생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을 설정한 

후, 설문지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3.1.1 연구대상

본 논문은 미용 직종의 훈련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미용 훈련기관에서 NCS 기

반 미용 자격증 수강 중인 훈련생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자료 수집은 2019년 4월 8일부터 5월 

20일 약 6주간 이루어졌고, 총 189부를 획득하였고 결

측치와 불성실 응답자 설문지를 제외한 유효표본 185부

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3.1.2 설문지 구성

본 설문지의 구성은 4개의 변수와 인구통계 항목을 

포함하고 총 30개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환경 

변인들에 관한 설문 항목이 7개 문항, NCS 교육 방법 

변인들에 관한 설문 항목 6개 문항, 강사 역량 변인들에 

관한 7문항, 훈련생 만족도 변인들에 관한 설문 항목 6

개 문항, 인구통계 항목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13 자료 조사 방법

설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의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2.0 통계 툴을 사용하였다. 먼저 SPSS 22.0을 이용하

여 인구통계학적인 조사를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AMOS 22.0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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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3 연구가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내재 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3.3.1 교육 환경과 NCS 교육 방법

박원숙(2017)은 NCS 교육 방법은 산업 현장실무에 

맞는 환경시설이 충족되어야만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습실과 장비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

였다. 또한, 현장실무의 시설과 현장 장비 사용에 능숙

한 훈련 교육 강사의 직무 스킬은 NCS 교육 훈련 방법

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1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 환경을 NCS 교육 훈련 

방법에 있어서 선행요인으로 보고 위의 이론적인 기반

인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

을 설정하였다. 

H1 : 교육 환경은 NCS 교육 방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2 교육 환경과 강사 역량

교육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교육훈련 

강사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훈련 수강생들에게 학습 동

기를 고무시켜 주고, 훈련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 강사는 훈련

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러한 분위기를 잘 전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

들어야 한다[18].

한봉수(2010)는 훈련 교육 강사의 자질을 교육 환경

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

는 교육훈련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훈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19].

본 연구에서 교육 환경을 강사 역량에 있어서 선행요

인으로 보고 위의 이론적인 기반인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교육 환경은 강사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3 교육환경과 훈련생 만족도

직업 교육 훈련기관 훈련생들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 훈련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직업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훈련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최신화된 

장비, 쾌적한 훈련시설, 편리한 행정 시스템과 차별화된 

교육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훈련생의 학습 동기를 높이

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훈련생들의 만

족도를 충족시키는 요인과 불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교육훈련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3].

본 연구에서 교육 환경을 훈련생 만족도에 있어 선행

적 요인으로 보고 위의 이론적인 기반인 선행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 교육 환경은 훈련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4 NCS 교육 방법과 만족도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시 사회 분위기가 확대되는 가운

데 NCS는 산업 현장실무에 적합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의 수행 능력과 산업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직무능

력의 단계를 체계화하였다.

박원숙(2017)은 NCS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을 운영 

중인 미용 직업고등학교의 훈련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연

구 한 결과 NCS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헤어미용 분

야를 선호하는 훈련생과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NCS 훈련과정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현장실무교육 중심의 NCS 훈련 

목표가 취업인 훈련생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 하였다[17].

한상표(2017)는 NCS에 기반을 둔 훈련과정의 훈련

생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공 분야에 따라 상

이하지만, 학습 만족도의 성취도는 4점대 이상 높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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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다. 기존의 직업훈련과정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 실무에 적용되는 

NCS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학습 성과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20].

본 연구에서 NCS 교육 방법을 만족도에 있어서 선행

요인으로 간주하고 위의 이론적 기반인 선행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 NCS 교육 방법은 훈련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5 강사 역량과 훈련생 만족도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훈련생 관리와 전공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강사 역량이 훈련생들의 만족도와 

훈련 교육기관의 인지도를 높여 줌으로써 산업체 현장 

전문 기술을 습득 가능한 우수한 직업교육훈련 기관으

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양태식(2004)은 그 연구에서 교·강사의 지적 수준, 

수업의 내용, 사전 준비, 훈련생과의 친밀한 유대관계, 

교육내용의 전문성, 수업 시간 준수 등이 만족도에 우수

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로 나왔다[12].

황병수(1993)는 또한 그의 연구에서 만족도를 상승

시키는 교수 방법의 중대한 요소를 훈련의 방법, 훈련의 

목적, 훈련의 내용, 훈련기관의 학습풍토, 강사의 역량, 

훈련생, 훈련환경, 훈련 매체, 훈련의 기법 등 9가지로 

제시하고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강사 역량을 만족도에 있어서 선행요

인으로 간주하고 위의 이론적인 기반인 선행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강사 역량은 훈련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교육 환경이며 매개변수는 

NCS, 강사 역량이고 종속변수는 훈련생 만족도이다. 

본 연구는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채택된 모든 

측정 문항들을 기존 선행문헌에서 사용하였고, 실질적으

로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항목들에서 선택하여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에 충족되도록 아래와 같이 조작하였다.

3.4.1 교육 환경

독립 변수인 교육 환경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훈

련시설·장비, 행정 서비스와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수준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교육 환경의 

측정항목으로 적합한 교육 환경시설, 전문 훈련 장비, 

쾌적한 훈련 실습 시설, 신속한 행정 서비스, 다양한 취·

창업 정보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3.4.2 NCS 교육 방법

NCS 교육 방법에 관한 측정항목으로 명확한 수업목

표제시, 계획적인 훈련 강의 시행 여부, 적절히 배분된 

이론 실기 시간, 훈련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보재 및 실

습 장비의 사용 여부,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훈련평

가, 취업에 적합한 훈련과정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자인 박원숙(2017), 주초롱(2018), 한상표

(2017), 김미정의 연구에서 발취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설문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17,20,22,23].

3.4.3 강사 역량

강사 역량에 대한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측정항목을 

전문성을 보유한 강의의 적절성, 수업 사전 준비의 성실

성, 체계적인 교육훈련 내용, 훈련생의 수업에 대한 이

해도, 산업계 현재 동향 파악, 성실한 수업 이행 여부, 

취업 정보 보유 등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자인 강정훈(2019), 김호겸(2013)의 연구 

문항을 발취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수

정하여 설문 측정의 도구로 사용하였다[10,11].

3.4.4 훈련생 만족도

훈련생 만족도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하는 훈

련생들이 훈련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 환경과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이라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훈련생들이 나타낸 개

인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측정항목으로 행정서비스직원의 친절한 정도, 적합한 

교육 훈련프로그램, 훈련장비 및 시설 만족의 정도, 수

업방식의 적절성, 편리한 행정 운영시스템, 및 다양한 

취업 지원시스템에 대해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자인 박원숙(2017), 주초롱(2018) 등의 연구

에서 발취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하여 설문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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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고찰

4.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의 분포는 여성이 67.0%로 남성 비율 33.0%

보다 높았으며 연령 분포를 보면 20대부터 40대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 분포를 보면 고졸이 21.6%, 

대학(2년제) 졸업이 전체의 24.3%, 대학(4년제) 졸업이 

전체의 26.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이 

58.4%로 기혼 41.6%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185>

Categories Friquencies (%)

Gender
Male 61 33.0

Female 124 67.0

Age

10 13 7.0

20 55 29.7

30 50 27.0

40 51 27.6

50 15 8.1

60 over 1 0.6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40 21.6

Collage graduate 45 24.3

University graduate 49 26.5

Master’s graduate 22 11.9

Below Master’s 1 0.5

Below University 28 15.2

Marriage
Married 77 41.6

Single 108 58.4

4.2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측정모형평가

4.2.1 집중 타당성분석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경우 AMOS 22.0을 

이용하여 측정 모델을 테스트하고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했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MIN, RMR, 

TLI, CFI, RMSEA 값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SMC값이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측정모델의 자료적합

도 결과 CMIN=286.375 df=164 p=.000, RMR=.024 

CMIN/DF=1.746, GFI=.857, AGFI=.817, TLI=.945 

CFI=.952, RMSEA=.067로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 모델의 평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4.2.2 판별 타당성분석

본 연구는 AMOS 22.0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을 위

한 구조모형 분석을 하였다. 

Table 4는 제안모델 Fig. 2의 구조방정식 모델 추정

치의 결과이다.

가설 H1 교육 환경은 NCS 교육 방법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의 구조 모델 분석 결과 경로계수 

1.001, C.R. 10.536, p값 .000으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교육 환경은 NCS 교육 방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H2 교육 환경은 강사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의 구조 모델 분석 결과 경로계수 0.919, 

C.R. 10.264, p값 0.000으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교

육 환경은 강사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가설 H3 교육 환경은 훈련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의 구조 모델 분석 결과 경로계수 

-0.335, C.R. -0.586, p값 0.558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교육 환경이 훈련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

고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H4 NCS 교육 방법은 훈련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의 구조 모델 분석 결

과 경로계수 0.302, C.R. 0.846, p값 0.398로 가설은 

기각되었다. NCS 교육 방법은 훈련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H5 강사 역량은 훈련생 만족도에 정(+)의 영향

을 끼칠 것이다 의 구조 모델 분석 결과 경로계수 

1.037, C.R. 2.645, p값 0.000으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즉 강사 역량이 훈련생 만족도에 있어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고찰 및 제언

직업훈련 교육 환경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안응자(2010)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조리 교육과정

을 수강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리 교육 프로그램의

유익성과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유익성, 교육 강사의 역량, 교육 시설 등의 유익성과 매개

변수가 높을수록 훈련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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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valuation of the measurement model

Lat. var.
Mea. 

var.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C.R. SMC AVE CR

Educational 

environment

EE2 1 0.767 0.588

0.706 0.923

EE3 1.121 0.823 0.098 11.428 0.677

EE4 1.065 0.831 0.092 11.572 0.691

EE5 1.085 0.815 0.096 11.293 0.664

EE6 1.147 0.825 0.1 11.474 0.681

Teaching 

method

TM1 1 0.795 0.632

0.712 0.908
TM2 1.033 0.787 0.091 11.379 0.619

TM3 0.946 0.793 0.082 11.506 0.629

TM4 1.088 0.846 0.087 12.563 0.716

Instructor 

competency

IC1 1 0.78 0.609

0.707 0.923

IC2 1.03 0.807 0.089 11.565 0.652

IC4 0.848 0.708 0.086 9.821 0.502

IC5 1 0.794 0.087 11.311 0.63

IC7 1 0.793 0.089 11.296 0.629

Satisfaction

ST1 1 0.822 0.676

0.752 0.948

ST2 1.009 0.850 0.075 13.396 0.722

ST3 0.947 0.791 0.079 12.027 0.626

ST4 0.995 0.796 0.082 12.141 0.634

ST5 1 0.806 0.081 12.36 0.65

ST6 0.984 0.820 0.078 12.678 0.672

Measurement model fit

χ2(CMIN)=286.375, df=164, p=.000, CMIN/DF=1.746

RMR=.024, GFI=.857, AGFI=.817, RMSEA=.067

NFI=.903, IFI=.956, CFI=.952, TLI=.945

Table 3. Results of Discriminant Feasibilit

variable name EE TM IC ST

EE 0.840

TM
0.946 ***

0.844
(.062)

IC
0.936 *** 0.97 ***

0.841
(.057) (.060)

ST
0.909 *** 0.93 *** 0.739 ***

0.867
(.057) (.060) (.057)

* p<.05, ** p<.01, *** p<.001. The figure in ( ) is the standard error value of covariance.

Table 4. Summary of Multi- regression Analysis Results

Hypothesis Path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C.R. P Result

H1
Teaching method<--Educational 

environment
1.001 0.973 0 10.536 *** Accept

H2
Instructor competency<--Educational 

environment
0.919 0.965 0.09 10.264 *** Accept

H3 satisfaction<--Educational environment -0.335 -0.338 0.572 -0.586 0.558 rejection

H4 satisfaction<--Teaching method 0.302 0.313 0.357 0.846 0.398 rejection

H5 satisfaction<--Instructor competency 1.037 0.996 0.392 2.645 ***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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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정우(2013)는 부산·경남지역의 민간 직업훈련 교

육기관에서 훈련 중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기

관에서 제공된 교육 서비스와 교육 환경의 만족도가 추

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4]. 그 결

과 강사의 역량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고, 교육 환경인 수업 분위기와 시설 환

경의 질이 높아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윤(2017)은 직업훈련 기관에서 미용 직업 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이 자기 효능감

과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교육 시설, 교육 프로그램, 훈련 교사, 교육지원으

로 구성된 교육 환경요인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교육생

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박정란(2014)은 미용 관련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의 만족도가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생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내용, 교육 방법, 취업 지원, 

시설 장비 요인이 교육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교육내용이 만족도에 있어 가

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다음으로는 교육 방법, 취

업 지원, 시설 장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3].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용 직업 훈련기관의 교육 환경이 

훈련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조사하

여 미용 직업훈련 기관을 이용하는 훈련생의 만족도

를 높일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고 훈련기관을 보다 체

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환

경이 교육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NCS 교육 방

법, 강사 역량, 훈련생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해 파악

할 수 있는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첫째, 교육 환경은 NCS의 변인인 NCS 교육 방법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산업 현장실무의 적용 가능한 훈련과정을 운

영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흡사한 시설 및 훈련 장비

가 갖춰져야 하고 현장 실무에 적합한 체계화된 훈련프

로그램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보이며, 이는 NCS 교육

훈련 방법이 현장 실무에 적합한 교육 환경시설을 갖춰

야만 훈련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

업훈련 기관의 훈련 실습실과 훈련 장비 등이 개선됨으

로써 교육 환경이 NCS 교육 방법과 영향 관계가 있다

고 연구한 박원숙(2017)의 선행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

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17].

둘째, 교육 환경은 강사 역량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

들과 맥락을 같이 하며 교육 환경의 요소인 현장실무에 

적합한 실습환경, 전문 실습 장비 사용 및 편리한 행정

서비스 등이 강사 역량개발과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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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 있다.

셋째, 교육 환경은 훈련생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환경의 

시설 환경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이정우 2013)와 맥락을 같이 한다.

넷째, NCS 교육 방법은 훈련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

구 결과와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박원숙(2017)의 연구에서는 NCS를 기반으로 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미용 고등학교의 훈련과정을 수

강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NCS 훈련과정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NCS 훈련 목표가 자격증 취득보다 취업이 

목적인 훈련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17].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서 수강하고 있는 훈련생이고 이들 대부분이 자격증 취

득을 목표로 하는 자격증 취득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현

장 실무 위주의 교육인 NCS 교육 방법에 대한 차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김세움(2011)등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기술과 현

장실무에서 요구하는 실무기술이 불 일치 하는 것을 심

각한 문제로 보았다[25].

다섯째, 강사 역량은 훈련생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은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강의 내

용 수준, 학습 분위기 조성, 훈련생과의 유대 등이 훈련

생 만족도에 우수한 영향을 끼친다는 양태식(2004)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12].

본 연구 결과 분석으로 제시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미용 직업훈련은 NCS 도입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 환

경은 NCS 훈련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NCS 훈련 방법에서 제시한 교육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다. 

둘째, 미용 직업 훈련기관을 이용하는 훈련생 대부

분이 자격증 취득이 목표이므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NCS 훈련과정의 목표와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강사와 

훈련생의 NCS 훈련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시 

NCS 훈련과정을 통한 훈련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

므로 훈련기관에서는 NCS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서는 먼저 NCS 훈련과정을 이해하고 훈련목표를 명확

히 하여 NCS 교육과정과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훈련생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강사 역량으로 조사되므로 훈련기관은 훈련

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강사 채용과 강사

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용 산업에서 인적 자원양성에 대한 중

요성이 대두되고 직업훈련 교육이 수요자인 훈련생 중

심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미용 직업 훈련기관의 훈련

생 만족도의 선행변인으로써 교육 환경과 NCS 교육 방

법, 강사 역량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

은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첫째, 교육 환경이 주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바, 세

부적인 교육 환경 즉, 외부적 환경, 내부적 환경 등으로 

교육 환경을 세분화하고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NCS 교육 방법, 강사 역량 이외의 훈련생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훈련 교육기관의 특성 요인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미용 직업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연

구하였으나 미용 직업훈련 기관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 

선행변수 요인들의 연구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후에

는 미용 직업훈련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선행변수 요인

들을 확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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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 경(Bo-Kyeung Kim)       [정회원]

ㆍ2000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경영

학과 (경영학사) 

ㆍ2019년 9월 : 한성대학교 스마트

기술융합컨설팅과(컨설팅석사)

ㆍ2020년 2월 ∼ 현재 : 한성대학교 

스마트융합컨설팅과 박사과정 재학

ㆍ관심분야 : 경영, 미용, 컨설팅

ㆍE-Mail : kbk7655@naver.com

유 연 우(Yen-Yoo You)                [정회원]

․ 1996년 2월 : 숭실대학교 산업경영

학과 (이학 석사)

․ 2007년 2월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

․ 1981년 7월 ∼ 2002년 1월 : 해외

건설협회(기획, 전략, IT컨설팅)

․ 2002년 2월 ∼ 2008년 8월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컨설팅, 경영혁신, CSR, IT, 기술R&D, 서비스R&D, 기술/

경영혁신)

· 2008년 9월 ∼ 현재 : 한성대학교 스마트융합공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Consulting,CSR, 기술/서비스 R&D, IP, FC

· E-Mail : threey0818@hansu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