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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기업에 비해 상 으로 훈련기회 측면에서 

소외된 소기업 재직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설계된 정부 지원 사업이

다. 본 연구의 목 은 AHP 기법을 용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국가인 자원개발 컨

소시엄 사업의 효과성과 운 기 의 성과를 악하기 한 것이다. 성과를 효과 으

로 악하기 해서 기존의 컨소시엄 사업 성과평가 자료를 검토하여 새로운 성과평

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 로 2011년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성과를 분석

하 다.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하여 수차례의 문가 의회를 실

시하 으며, 지표별 가 치 산정을 하여 지표간의 비교를 통한 우선순  선정

에 주로 사용되는 AHP(Analytic of Hierarchy Process) 의사결정기법을 용하 다. 

성과지표를 반 하여 2011년 운 기 의 정책 사업성과를 분석했으며, 분석결과, 성과

분석 총  75   체 기 의 평균값은 44.96 , 최 값은 59.17 , 최소값은 29.98

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 기 유형에 따른 성과는 기업형의 평가 수가 가장 높았

고, 훈련 직종별로는 사무직종이 가장 높았다.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사업설계에 한 

재조정과 지속 인 평가를 통한 운 기 의 재지정 등을 제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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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사회는 2000년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기업의 교육훈련은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한 기업

의 노력은 R&D 투자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지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Burton-Jones 

& Spender, 2011; Stawarski, 2012). 그러나 소기업 재직자의 교육훈련 황은 여 히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소기업의 경우, 2007년 기 으로 우리나라 체 사업체 수의 

99.9%, 근로자 수의 88.4%를 차지하는 등 한국 산업경제 발 의 심역할을 수행하며, 

속한 기술 신 등으로 인하여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은 차 증 되고 있는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인력공  감소, 근무여건의 악화, 높은 이직률뿐 아니라 기업에 비하여 

재정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한 참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김미숙, 김안국, 2003; 김주섭, 이병희, 박성재, 2004; 이병욱, 종호, 2008; Pilz, 2012).

이에 국가에서는 소기업 재직자를 상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한 방안으로 

다양한 훈련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 인 사업이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다.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은 궁극 으로 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즉, 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에 비해 상 으로 뒤쳐진 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양성훈련을 통해 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을 원활하게 공

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해 고용노동부에서 운 기 에 훈련비용, 시설․장비비, 

운 비 등을 지원하고, 기업과 사업주단체 등의 운 기 은 자체 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훈련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직종이 유사한 소기업 재

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해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컨소시엄 사업은 각 운 기 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2001년 6개 운 기 으로 

시작하여 2012년 국의 137개 운 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투입 산 역시 

10년 사이 10배 이상 확 되어 왔다. 한 운 기 의 형태 역시 다양한 변화를 거쳐 

발 해 왔다. 사업 반에는 운 주체와 산업연 성, 지역 근 성에 따라 기업- 소

기업모형, 사업주단체- 소기업모형, 공공훈련기 - 소기업모형, 학- 소기업모형, 

소기업 연합모형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면, 2007년 이후 그 이후 운 기 의 형

태에 따라 기업형, 사업주단체형, 학형으로 재분류되었다. 반면 최근 정부부처의 훈

련사업 통합으로 타부처의 인력양성 사업이 컨소시엄 사업에 흡수되면서 2012년에는 

컨소시엄 유형이 소기업 인 자원개발 유형, 략분야 인력양성 유형, 지역 공동훈

련 유형으로 분류하여 운 하는 등 컨소시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

에서 확 된 사업규모의 성과 새로운 사업유형을 반 한 한 성과평가 체계와 

지표 개발에 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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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매년 컨소시엄 사업에 한 성과평가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컨소시엄 사업 성과분석 연구는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매년 다른 지표와 성과체제를 

기 으로 실시되었다. 처음으로 컨소시엄 사업평가를 실시한 김수원(2008)은 사업규모, 

훈련생의 수료율과 취업률, 산 비 훈련시간과 훈련인원, 참여기  수를 효율성지표로 

약업체  훈련참여업체의 비율, 기술/직능 훈련과정의 비율, 핵심역량 부합 훈련과정 

비율,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비율을 정성 지표로 훈련생의 만족도를 효용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권순원, 장홍근, 김성재(2008)의 연구에서는 훈련의 목표달성도와 만족

도, 사업운 의 성 등을 성과지표로 활용하 다. 반면, 이 민, 최 섭, 홍성민(2009)

은 CIPP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컨소시엄 사업평가를 실시하 는데, 컨소시엄 운 기

을 상황변수(기업과 운 기 의 의나 상호 계), 투입변수(훈련생 상담, 문제해결 

로세스, 운 시스템 등), 과정변수(운 기 의 이해도, 문제해결 능력, 상담서비스 실시 

등), 성과변수(참여생의 직무만족도, 몰입도, 업무참여도  숙련도 등)를 활용하여 다방

면으로 성과를 측정하기도 하 다. 가장 최근에 성과분석을 실시한 이찬(2010)의 연구

에서는 운 비, 시설장비비, 로그램 개발비 등을 투입요소로 훈련과정 수, 훈련 참여

기  수, 훈련시간  연인원을 산출요소로 컨소시엄의 성과를 측정하 다. 

이러한 기존 성과분석을 살펴보면, 부분의 연구에서 사업 투자비용, 교육훈련 내

용의 성, 훈련강사 등의 성과요소라기 보다는 투입요소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

고(김수원, 2008; 권순원, 장홍근, 김성재, 2008; 이 민, 최 섭, 홍성민, 2009, 이찬, 

2010; Fitzpatrick, Sanders, & Worthen, 2004; Phillips, 2010). 연구자들에 의해 매년 

조 씩 다른 성과지표를 용함으로 성과 리의 일 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훈련 상담 실시  훈련시간의 성 등과 같이 측정이 어려운 지표들을 일부 포함

하고 있어 실제 성과측정의 객 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별로 

각 지표에 각기 다른 배 을 부여하고 있어 목 달성을 하여 어떤 성과 달성에 

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해 혼란이 래되는 등의 문제 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에 재구조화된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운

기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에 제기되었던 성과평가의 한계 을 인식하여, 컨소시엄 사업

의 객 인 성과를 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이를 토 로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문가 의회를 통해 기존의 성과지표들을 재분

석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특성과 사업목표를 잘 반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고, AHP

기법4)을 통해 각 지표별 가 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성과지표의 단 을 보

완하고자 하 다( 정환, 우철완, 이상천, 2013). 한 일 이고 지속 인 성과평가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성과체계  지표를 구체화 하 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4) AHP 기법은 Thomas L. Saaty에 의해서 개발된 의사결정 기법으로서, 사업성과 측정 

및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박용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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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성과평가를 한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둘째, 개발된 

성과지표를 용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할 때, 2011년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는 어떠한가?

Ⅱ. 선행연구 분석

1.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의 개요와 성과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기업·사업주단체 등이 둘 이상의 소기업과 컨

소시엄 약을 체결하고, 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훈련시설·장비비, 인건비  일반운 비, 로그램개발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

업5)으로 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이란 이름으로 2001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방하

남, 2007, 2011). 훈련은 기업, 사업주 단체  학 등의 시설을 활용해 실시되었으

며, 훈련유형은 소기업 재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향상훈련’과 소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 ·육성하는 ‘양성훈련’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2011년에 정부의 유사· 복 일자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각 부처에서 수행하던 재직자훈

련을 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에 통합하여, 국가 인 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으로 개편·

운 하 다. 이에 따라 과거 기업형, 학형, 회형으로 운 되던 컨소시엄 사업은 2012년 

사업에서는 소기업 인 자원개발 지원형, 략분야 인력양성형, 지역 공동훈련형으로 분

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운 기 은 단계 으로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규 

운 기 은 산업수요 등을 반 하여 정 형태를 선택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소기업 인 자원개발 지원형은 소기업과 약을 체결하여 이들 소기업에 

한 체계 이고 지속 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 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 하는 기

이며, 략분야 인력양성형은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한 체계 인 인력양성  근

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 으로 해당 산업  직종과 련된 기업과 약을 체결하

여 운 하는 기 이라 할 수 있다. 2011년까지 타 부처에서 운 되던 사업들은 략

분야 인력양성형으로 편입되어 운 되고 있으며, 2012년 5월 기 으로 1개의 시범사

업을 포함해 23개 기 에서 운  에 있다. 지역 공동훈련형은 지역 내 기업의 원활

한 인력수 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하여 해당 지자체  기업과 약을 체결

하여 해당 지역의 기업, 사업주단체 는 지방고용노동 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 하는 기 으로 한상의 인천인력개발원과 충청도의 한국

기계산업진흥회 등 2개 기 에서 운 되고 있다.

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지원근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0조 제1항 제3호



AHP 기반 성과지표를 용한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분석

- 25 -

컨소시엄 훈련의 지원내용으로는 시설·장비비, 인건비  운 비, 훈련 로그램개발

비, 훈련비  훈련수당이 있다. 시설·장비비는 연간 최  15억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 내에서 6년 동안 매년 심사하여 지원하되, 6년경과 후 2년 단 로 사업실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한다. 한 시설비의 경우, 지원하려는 훈련과 직 으로 

련이 있고 타 훈련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해 연도 실시 정

인 훈련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하며, 기존시설  기숙사의 증축비, 개축비(리모델링), 

유지·보수비 등이 해당된다. 장비비의 경우, 필수 장비의 구입과 리스, 유지, 보수비 

등이 해당되며, 인건비  운 비는 사업운 에 필요한 담인력 인건비(80%)  일

반운 비(100%)를 4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반면, 컨소시엄사업의 성과는 일반 으로 참여 운 기  수와 산규모의 증가로 

확인된다. 컨소시엄 운 기  수는 2001년 이래로 재(2012년 5월)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 액도 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 기 은 2004년 28

개 기 에서 2011년 126개 기 으로 증가하 으며, 지원 액 역시 운 기  수가 많

아짐에 따라 증가하 는데, 2004년 168억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1,226억원이 지원되

었으며, 2011년 지원 은 2004년을 기 으로 약 7.3배 정도 증가하 다.

<표 Ⅱ-1>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향상훈련 주요 실  황

(개소,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운영기관 28 43 67 70 81 93 100 126

지원금액 16,848 39,850 45,000 74,379 70,236 78,345 73,691 122,577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양성훈련(채용 정훈련)이란 견습생, 훈련생(훈련생은 원칙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훈련생도 있을 수 있음)을 

상으로 직무능력 습득을 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성훈련은 

취업률이 표 인 훈련실 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인 녹색산업 필요

인력을 소기업에 시에 공 하기 해 컨소시엄 운 기 인 한국기술교육 학교를 

녹색성장산업 문훈련기 으로 육성하고, 소기업 훈련컨소시엄 운 기 을 활용하

여 녹색산업 련 기술 인력을 극 으로 양성(13,800여명)한 것이 주요 실 이라 할 

수 있다. 양성훈련 취업률은 2001년 85.5%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 으나, 2005년 

78.4%로 약 8%p 떨어졌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이

는 운 기 의 지속 인 확 와 소기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개발·운 을 통하여 

양성훈련이 88.3%의 취업률을 유지함으로, 소기업 맞춤형 양성훈련이 어느 정도 성

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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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 2005 2010 2011

양성훈련취업률 

(양성훈련인원)
85.5% 78.4% 88.0% 88.3%

<표Ⅱ-2> 연도별 양성훈련의 취업률 

2. 기존의 컨소시엄 성과지표 분석

기존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지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탁

에 의한 연구를 심으로 활용되어 왔다. 반 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컨소시엄 훈련에 

투입된 로그램, 시설․장비, 담자뿐 아니라 훈련의 참여율과 수료율 등 효율성에 

을 맞추어 성과지표를 용하 다. 한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해 1년 

주기의 단기 인 성과를 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 다(나 선, 2007; 이윤식, 

2007). 각 연구별 성과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김수원(2008)은 컨소시엄 

운  실태와 분석평가 연구를 통하여 2006년에 컨소시엄 사업을 운 한 53개 운 기

을 심으로 훈련실 을 조사하 다. 이 연구에서는 성과평가를 운  실태와 성과평가

로 나 어 악하고 있는데, 운 기 의 평가요소로는 훈련을 실시할 능력 여부( 로그

램, 장비, 교사 등)와 출결 리와 훈련운  능력, 보고의 지연 등을 보고 있으며, 훈련 

성과를 평가의 요소로는 효과성(사업규모와 취업률), 효율성( 산 비 훈련시간과 인원, 

참여기간 수), 성, 효용성과 지속가능성(만족도), 비용편익분석을 제시하 다. 

권순원, 장홍근, 김성재(2008)는 2008년과 2009년 컨소시엄 운 기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통하여 컨소시엄 훈련 평가를 “선정평가- 간평가-최종평가”로의 단계  구성을 

제안하 다. 특히, 성과측정과 련된 지표로는 사업  훈련실 , 사업결과의 효과성  

사업운 의 정성을 실제 인 지표를 통해 악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훈련실  요

소로 분야별 훈련과정 수, 연 훈련인원, 수요인원과 수료율, 회원사의 훈련참여율로 구성

하 고, 회원사의 훈련참여율 역시 실 의 한 요인으로 단하 으며, 참여 훈련생  

참여기업의 만족도 한 사업결과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요 요인으로 간주하 다. 

이 민, 최 섭, 홍성민(2009)은 소기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성과를 질 인 측면에서 

분석하 다. 특히, CIPP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훈련의 상황, 투입, 과정, 성과 요인에 

한 질  평가를 실시하 다. 연구진이 제안한 성과평가 지표는 직무 만족도, 업무 몰입

도, 업무 참여도, 업무 숙련도, 수행 정도, 업 정도, 학습 분 기를 포함한 사회 심리

 지표와 1인당 생산량과 불량률 감소를 포함한 정량  지표로 모두 참여기업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컨소시엄 참여 훈련생

은 훈련 에 비하여 직무만족도, 업무 몰입도, 업무 숙련도, 업 정도와 학습 분 기

가 상승하 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업형에서 높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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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2011)의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제도 분석  효율  제도개편 방향연구에서는 

자료포락방법(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지원  유형에 따른 훈

련기 의 성과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의 훈련기  성과분석을 하여 투입 요소로는 

운 비, 시설장비비, 로그램 운 비, 추가운 비를 산출 요소로는 훈련과정 수, 훈련

참여 기  수, 훈련시간, 연인원을 변수로 사용하 다. 분석결과, 학형의 운  효율

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형 체 14개 훈련기   단지 1-3개의 기 만이 

효율  운  기 으로 나타났다. 한 이찬 등(2012)의  다른 연구 컨소시엄 사업 

성과분석 연구를 통하여 컨소시엄 훈련의 성과를 논리모형(Logic Model)에 따라 투입

(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 등 4단계로 나 어 측정하 다. 

논리모형은 사업이나 로그램의 성과목표에 한 설득력 있는 논리구조와 문제해결

의 합한 방법으로 자주 활용된다. 성과측정을 하여 컨소시엄 운 기   훈련참

여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자료를 활용하 으며, 분석결과, 체

으로 투입단계에서는 기업형, 활동  산출단계에서는 학형, 결과단계에서는 기업

형의 성과가 다른 훈련 유형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중소기업훈
련컨소시엄 
운영실태 
분석평가
(2007)

컨소시엄 
운영기관 

평가시스템 
개발연구
(2008,
2009)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사업성과의 
질적 분석 

연구
(2009)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제도 
분석 및 
효율적 

제도개편 
방향연구
(2010)

컨소시엄 
사업 

성과분석
연구결과
(2010)

상황

측면

기업과 운영기관의 협의 정도 ∨ ∨

기업과 운영기관의 상호관계 특성 ∨ ∨

투입

측면

예산

프로그램 ∨ ∨ ∨

시설장비 ∨ ∨ ∨

전담자 및 훈련교사 ∨ ∨

훈련계획의 적정성(요구분석 등) ∨ ∨ ∨ ∨

훈련기관의 사업운영․추진역량 ∨ ∨ ∨

과정

측면

운영기관의 이해도, 운영노력 ∨
교육 프로그램의 충분성, 내실성, 

적합성
∨

프로세스 매뉴얼 활용도 ∨

운영기관으로부터의 안내와 보고 ∨

운영기관과의 의사소통 정도 ∨

성과

측면

효과성 ∨ ∨ ∨

효율성 ∨ ∨ ∨

적절성 ∨ ∨

만족도 ∨

<표 Ⅱ-3> 컨소시엄 성과를 산출하기 한 기존의 지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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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계속>

구분

중소기업훈
련컨소시엄 
운영실태 
분석평가
(2007)

컨소시엄 
운영기관 

평가시스템 
개발연구
(2008,
2009)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사업성과의 
질적 분석 

연구
(2009)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제도 
분석 및 
효율적 

제도개편 
방향연구
(2010)

컨소시엄 
사업 

성과분석
연구결과
(2010)

성과
측면

비용-편익분석 ∨

참여기업 실적 ∨ ∨

기타
지방관서 평가( ∨

사업 감점요인 (허위보고 등) ∨

Ⅲ. 연구 차

1. 연구 상

연구의 상은 2010년과 2011년에 컨소시엄 사업 참여한 운 기 이다. 운 기 의 

객 인 성과확인을 하여 한국고용정보원 HRD-net을 통해 2010, 2011년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  운 기  데이터를 활용하 다. 특히 훈련생 개인데이터는 기

데이터로 변환하기 하여 자료를 변환하여 사용하 다. 한 만족도 지표의 경우 허

사업단에서 실시한 2010, 2011년 기업체  훈련생 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 다. 분

석을 한 자료는 연구진에서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작성한 성과변수를 한국고용정보원 

 허 사업단에 요청하여 수집하 다. 

2011년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한 기 은 총 126개 기 이다. 체 

운 기   략분야 양성과정과 지역공동형 훈련은 2010년과 2011년 훈련성과 데이터

가 HRD-net에 구축되지 못해 제외하 으며, 소기업 인 자원개발 유형기   27개 

기 은 2010년 훈련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 83개 기 에 해서

만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운 기 은 학형 기 이 48개(57.8%), 기업형이 22개

(26.5%), 회형이 13개(15.7%)로 학형 훈련기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컨소시엄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하고 객 인 성과에 근거한 성

과분석을 실시하기 하여 성과항목과 지표를 개발하 다. 먼 , 연구진이 컨소시엄 

사업  직업훈련 성과분석과 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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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표를 선정하 고,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기 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주요 이해 계자를  직업훈련분야 문가들을 상으로 문가 의회를 실시하여 

이를 검토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성과지표는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의 성과

측정을 한 지표를 기 으로 하 으며, 일 이고 지속 인 성과측정  데이터축

을 해 양 으로 측정이 가능한 지표들을 주로 개발되었다. 특히 훈련 참여생 

수, 수료율, 만족도 등 기존의 직업훈련에서 요한 성과지표로 측정하는 지표뿐만 아

니라 컨소시엄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동훈련을 한 약기업의 수와 훈련 

참여기업의 수 등을 요한 성과지표로 단하 다.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성과측정 문가 18명에게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분석결과를 심으로 연

구진이 최종 으로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항목과 지표를 수정하여 확정하 다.

단계 성과지표

1차 지표

(선행연구고찰)

참여기업 수/증감률, 수료인원(순인원, 연인원)/증감률, 훈련 이수율/증

감률, 기업 당 훈련 참여자 수/증감률, 참여기업의 고용인원 대비 훈

련참여율/증감률, 참여기업의 만족도/증감률, 참여 훈련생의 만족도/증

감률, 숙련 향상도(상사평가)/증감률 등

관계자미팅

운영기관, 

설문조사

훈련기관 지표의 타당성, 중요도, 현장 적용가능성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중복적 의미를 가진 지표 및 불필요한 증감지표 제거

2차 지표

(관계자 미팅 반영)

참여기업 수/ 훈련인원 수(순인원, 연인원)/ 수료율/훈련참여율/협약기

업 참여비율/참여 기업 만족도(증감률)/ 참여 훈련생 만족도(증감률)/ 

숙련향상도 등

전문가간담회

운영기관 현장방문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확보를 위해 전문가간담회를 통한 지표수정 

운영기관 간담회 및 방문인터뷰 진행

최종지표 개발

1) 참여기업 성과(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훈련참여율)

2) 훈련생 성과(훈련인원 수, 인원수 증감, 수료율)

3) 협약기업 성과(협약기업 유지율, 협약기업 참여율)

4) 만족도 성과(참여기업, 참여 훈련생, 만족도 증감)

<표 Ⅲ-1> 성과지표 개발과정

1) 참여기업 성과

참여기업 리 항목은 훈련기 이 훈련 목 에 맞게 컨소시엄 참여기업 리를 수월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악하기 한 지표로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한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

의 훈련참여율로 나 어진다. 참여기업이란 약기업  실제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의 소

속기업으로 HRD-net의 훈련생데이터의 고용보험가입 기업의 수를 역추 하여 산정하

다. 한 참여기업의 훈련참여율이란 참여기업의 피보험자 에 실제 훈련에 참여한 피보

험자 수의 비율의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참여기업의 피보험자가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지 극성을 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참여기업의 훈련참여율 계산

법은 (해당 기간  훈련에 참여한 피보험자수)/(참여기업의 체 피보험자수)×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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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생 성과

훈련생 리 항목은 훈련인원 리를 통한 소기업 근로자에 한 훈련기회의 양  

확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로 훈련인원수와 훈련인원수의 증감  수료율로 측정하

다. 훈련인원수는 순인원과 연인원을 5:5의 비율로 모두 확인하 으며, 연인원의 측정

은 훈련시간×수료인원/8시간으로 계산하 다. 훈련인원 수의 증감은 년 비 훈련인원

의 증감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당해 연도 훈련 참여자 수에서 년도 훈련 참여자 수

를 빼서 계산하 다. 마지막으로 수료율을 체훈련생  수료생의 비율로 측정하 다. 

3) 약기업 성과

컨소시엄 사업의 약기업 리항목은 약기업 유지율과 참여율로 운 기 이 

약기업을 심으로 체계 이며 지속 인 훈련 제공  과정 개발 유도하고 있는지 여

부에 요한 지표라는 단이 든다. 먼  약기업 유지율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약을 유지하고, 훈련에 실제 참여한 기업 비율을 의미하며, 계산방법은 (최근 3년 동

안 약유지 기업 수)/( 체 약 수-당해 연도 약체결 기업 수)×100으로 측정한다. 

약기업 참여율은 약기업  실제 훈련에 참여한 기업의 비율로 (훈련참여 기업 

수)/( 약체결 기업 수)×100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약기업의 

리스트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성과분석 자체에서는 제외하 다. 

4) 만족도 성과

만족도 항목은 훈련에 참여한 기업체 담당자와 훈련생의 민족도, 그리고 만족도의 

증감확인을 통해 컨소시엄 운 기 들이 훈련 로그램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지를 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는 산업인력공단

의 탁을 통해 컨소시엄 사업을 행정 지원하고 있는 허 사업단에서 실시한 2010년

과 2011년 참여기업  훈련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 다. 

5) AHP를 통한 성과지표별 배

의사결정에 있어 우선순  혹은 가 치 설정에 사용되는 AHP의 요도 설정 차

는 일반 으로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박용성, 2009; Secolsky & Denison, 

2012). 첫째, 의사결정 요소들을 목표별 평가기 (Criteria)으로 계층화하여 지표들로 

구성된다. 둘째, 비교 가능한 평가요소들을 비교한다. 셋째, 비교 후 얻어진 

행렬의 고유벡터(eigen vector)을 이용하여 요소들 간 상  가 치를 산출하고, 넷

째, 가 치의 일 성을 검토 한 후 마지막으로 각 계층의 요소와 안들의 가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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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다(김군수, 강승우. 2008). 특히, AHP의 실행을 하여 문가들을 상으로 한 

의사결정 요소들간의 1:1 비교가 요하다. 이 단계를 통해 같은 계층 내에 있는 

요소들을 비교를 통해 지표간 요도를 산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도출된 성과지표의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표간의 가

치를 설정하 다. 연구자는 처음 직업훈련 문가 1명을 선정한 후, 다른 문가를 

추천 받는 방식인 덩이표집을 실시하 고, 25명 이상의 문가 리스트를 확보한 후

에 동의과정을 통해 18명을 최종 문가집단으로 구성하 다. 문가들은 직업훈련 

련 연구와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박사학  소지자로 문가 집단은 총 

3개 집단으로 구분하 는데, 수년간 컨소시엄 훈련기  평가 원으로 활동한 집단(6

명), 기존에 컨소시엄 성과평가 연구 참여자 집단(6명),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평가분야 

문가집단(6명)으로 구성하 다. AHP 조사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되었다. AHP 비교행

렬의 주고유 벡터를 활용한 1:1 비교 결과를 통합하면서 일 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도출하 고, 이를 평균무작 지수(Random Index: RI)로 나 어 일 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CI/RI)을 산출하 다. 그 결과, 이 CR<0.1 이하로 도출되

어 의사결정 과정의 일 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집단간 가 치 산정값의 상 성을 악한 결과, .8이상의 상 성이 확보되어 

가 치 산정의 성이 확보되었다고 단하 다. .최종 개발된 성과지표는 공통지표

와 특성화 지표로 구분하여 총 이 100 이 되도록 구성하 다. 최종 개발된 훈련 성

과지표는 공통지표 4개 항목과 1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는데, AHP 조사결과를 용

했을 때, 공통지표의 4개 항목  만족도 리의 비 이 가장 높았고, 훈련생 리, 참

여기업 리와 약기업 리 순으로 높았다.

구분
훈련 성과지표

특성값 가중치
지표활용
가중치항목 세부지표

공통지표

참여기업 성과
참여기업 수 0.0907 5.07 5 

15
참여기업 훈련참여율 0.1710 9.56 10 

훈련생 성과

훈련인원 수(순인원/연인원) 0.1582 8.85 9 

26훈련인원 수 증감 0.1278 7.15 7 

수료율 0.1870 10.46 10 

협약기업 성과
협약기업 유지율 0.1265 7.07 7 

15
협약기업 참여율 0.1387 7.75 8 

만족도 성과

참여기업 만족도 0.2174 12.16 12 

34참여 훈련생 만족도 0.2459 13.75 14 

만족도 증감 0.1424 7.96 8 

특성화 지표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형, 전략분야인력양성형, 

지역공동훈련형
0.1828 10.22 10

총합 100 100

<표 Ⅲ-2> 성과지표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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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분석

2011년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분석을 하여 아래와 같은 차를 밟았다. 첫째, 한국

고용정보원의 HRD-net을 통해 2010년과 2011년에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한 훈련생  

훈련기  데이터를 확보하 다. 한 만족도 결과를 해서는 허 사업단에서 실시한 

2010, 2011년 기업  훈련생 상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확인하 다. 분석을 해 요구

되는 변수들을 정리하여 요청하 으며, 개인단 의 데이터를 운 기 단 로 환하여 

기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었다. 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균 표 편차와 같은 

기 분석을 실시하 으며, 공통지표를 심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성과

평가 모형의 평가 역, 성과지표  세부 평가 방법에 따라 해당 기 별 2011년 련 

실  자료를 근거로 지표별로 평가 거를 설정하고, 이에 하여 평가 수를 부여하

다. 각 지표의 배 등 은 모두 5등 으로 구분하 으며, A등 은 1 , B등 은 0.8 , 

C등 은 0.6 , D등 은 0.4 , E등 은 0.2 을 부여한 후 가 치를 곱하여 지표별 총

을 산정하 다. 분석을 하여 SPSS 20.0 소 트웨어를 활용하 다. 

1단계
데이터 수집 및 

클리닝

- 개인단위의 데이터를 운영기관 단위의 데이터로 전환

- 데이터 클리닝 실시

▼

2단계 기초분석 실시 - 지표별, 기관 특성별 성과지표 분석

▼

3단계 가중치 적용
- 지표별 가중치 부여

- 가중치는 전문가 대상 AHP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정

▼

4단계
최종 성과평가 

결과 추출
- 지표별 성과평가 결과 합산

[그림 Ⅲ-2] 국가인 자원개발 컨소시엄 성과분석 과정

Ⅳ. 연구결과

1. 성과지표별 분석결과

성과분석은 HRD-net과 컨소시엄허 사업단을 통해 데이터가 확보된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훈련 참여율, 훈련인원수(순인원, 연인원), 훈련인원수 증감, 수료율, 참여기

업 만족도, 참여훈련생 만족도, 만족도 증감 등의 평가항목을 상으로 실시하 다. 

그러나 성과지표를 개발하면서 반 한 약기업 유지율, 약기업 참여율 항목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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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수집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 계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의 의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 다. 한 특성화지표( 소기업인 자원개발형, 략분야인

력양성형, 지역공동훈련형)의 경우에도 자료수집의 제약으로 인해 본 성과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1) 참여기업 성과 :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 훈련 참여율

컨소시엄 훈련의 성과제고와 기업의 실질 인 재직자 교육의 활성화를 해 기업의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과평가에서 참여기업수와 훈련 참여 정도를 평

가하 다. 참여기업 수는 훈련기 의 유형, 지역  주요 훈련업종  내용에 따라 굉

장히 상이하고 훈련기 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보정치 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훈련기 에 보정치 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하여 훈련기

별 최근 2년 동안의 참여기업 수 평균을 최소기 (C등 )으로 하여 최소 실  거 

비 달성율 100% 이상일 경우 C등 (0.6 ), 평균+1Σ일 경우, B등 (0.8 ), 평균+2

Σ 이상인 경우는 A등 으로 1  만 을 부여하 다. 참여기업수 평가 가 치는 5

으로 배 에 가 치를 곱한 값이 최종 성과 수로 반 되었다. 분석결과, 2011년 훈련

기 의 체 평균값은 2.73 , 표 편차 1.99로 나타났다. 한 참여기업 훈련 참여율 

역시 기본 인 성과기 이 최근 2년간의 참여기업의 훈련참여율이며 가 치는 10 이

다. 분석결과 참여기업 훈련참여율 성과의 평균값은 4.7 , 표 편차는 3.81로 나타났

다. 2010년 비 2011년 훈련기업의 훈련참여율을 다소 낮아진 것을 측할 수 있었

다. 훈련기  유형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참여기업 수 평가결과는 기업형, 

학형 순으로 평가결과 평균값이 높았으며, 참여율은 회형, 기업형, 학형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유형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훈련참여율
기관유형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훈련참여율

대학형

사례수 48 48

협회형

사례수 13 13

최소값 1 2 최소값 1 2

평균 2.75 4 평균 2.23 5.69

표준편차 2.01 3.5 표준편차 1.92 4.15

최대값 5 10 최대값 5 10

기업형

사례수 22 22

전체

사례수 83 83

최소값 1 2 최소값 1 2

평균 3 5.64 평균 2.73 4.7

표준편차 2.05 4.08 표준편차 1.99 3.81

최대값 5 10 최대값 5 10

<표 Ⅳ-1> 훈련기  유형에 따른 참여기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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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훈련 직종별 참여 기업 수, 참여율에 한 평가결과는 아래 <표 Ⅳ-2>와 같다. 

참여 기업 수는 사무직, 정보통신 직종의 평가결과가 높으며, 기계장비 직종의 평가결

과가 낮게 나타났고, 참여율은 사무직종과 기타 직종의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주요 훈련 직종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훈련참여율
주요 훈련 직종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훈련참여율

사무

사례수 37 37

정보

통신

사례수 6 6

최소값 1 2 최소값 1 2

평균 2.95 5.03 평균 3 3.33

표준편차 2.03 3.93 표준편차 2.19 3.27

최대값 5 10 최대값 5 10

기계

장비

사례수 22 22

기타

사례수 18 18

최소값 1 2 최소값 1 2

평균 2.27 4.18 평균 2.78 5.11

표준편차 1.91 3.65 표준편차 2.05 4.01

최대값 5 10 최대값 5 10

<표 Ⅳ-2> 훈련 직종에 따른 참여기업 성과

2) 훈련생 성과 : 훈련 참가 인원(순인원, 연인원), 훈련인원 증감, 수료율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는 운 기 은 로그램의 수혜자를 지속 으로 확 하고, 

참가자의 교육 수료율을 높이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훈련인원 수는 평가배 이 9

이며, 순인원과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4.5 의 배 을 다시 부여하 다. 이 역

시 운 기  각각이 지닌 과거 성과를 기 으로 2011년 성과를 측정하 다. 훈련인원

의 최소 성과 거는 과거 2년 동안의 참여 훈련생 평균(C등 )이며, 실 값이 평균

+1Σ이면 B등 (0.8 ), 평균+2Σ이상이면 A등 으로 1  만 을 부여하 다. 평가결

과 순인원의 평가결과 평균 수는 2.28 , 표 편차 1.77, 연인원은 2.49 , 표 편차 

1.81로 나타났다. 훈련인원 증감의 평가배 은 7 이며, 평가결과 평균 수는 4.08 , 

표 편차 1.4로 나타났다. 

수료율은 기존의 컨소시엄 훈련의 수료율  타 성과지표들의 배 을 참고하여 수

료율 70～85%는 거지표(C등 )로써 0.6 , 85%～95%의 수료율은 0.8 (B등 ), 

95%이상의 수료율은 1  만 (A등 )을 부여하 다. 수료율의 평가가 치는 10 으

로 배 에 가 치를 곱한 값을 최종 성과 값으로 활용하 다. 수료율 평가결과 평균

값은 9.88 , 표 편차 0.48로 매우 높은 수 를 보이고 있었다. 훈련기 의 유형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순인원과 연인원의 경우 기업형, 학형, 회형 순으로 

평가결과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 인원의 증감은 학형이 가장 높으며, 수료율은 

학형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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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순

인원

연

인원

훈련

인원수

증감

수료율 기관유형
순

인원

연

인원

훈련

인원수

증감

수료율

대

학

형

사례수 48 48 48 48

협

회

형

사례수 13 13 13 13

최소값 0 0 2.8 8 최소값 0.9 0.9 2.8 8

평균 2.53 2.68 4.37 9.92 평균 1.18 1.45 3.45 9.85

표준편차 1.83 1.84 1.4 0.4 표준편차 1 1.35 1.23 0.55

최대값 4.5 4.5 5.6 10 최대값 4.5 4.5 5.6 10

기

업

형

사례수 22 22 22 22

전

체

사례수 83 83 83 83

최소값 0.9 0.9 2.8 8 최소값 0 0 2.8 8

평균 2.37 2.7 3.82 9.82 평균 2.28 2.49 4.08 9.88

표준편차 1.81 1.84 1.38 0.59 표준편차 1.77 1.81 1.4 0.48

최대값 4.5 4.5 5.6 10 최대값 4.5 4.5 5.6 10

<표 Ⅳ-3> 훈련기  유형에 따른 훈련생 성과

순인원, 연인원, 훈련인원수증감  수료율을 포함하고 있는 훈련생 리 성과는 반 으

로 평가결과 수가 우수한 결과를 보 다. 주요 훈련 직종별 참가인원, 참가인원 증감, 수

료율 평가결과는 아래 <표 Ⅳ-4>와 같다. 순인원과 연인원, 인원수 증감은 정보통신 직종

의 평가결과가 가장 높으며, 수료율은 사무직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증감

은 참가인원 평가결과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었다. 산업수요, 산업체 수, 

인구 등의 지역별 산업 환경이 서로 다른 이 평가결과에 향을  것으로 단된다.

주요 훈련 

직종

순

인원

연

인원

훈련

인원수

증감

수료율
주요 훈련 

직종

순

인원

연

인원

훈련

인원수

증감

수료율

사

무

사례수 37 37 37 37
정

보

통

신

사례수 6 6 6 6

최소값 0.9 0.9 2.8 8 최소값 0.9 0.9 2.8 8

평균 2.36 2.36 4.16 9.89 평균 2.7 3.3 4.2 9.67

표준편차 1.79 1.79 1.42 0.46 표준편차 1.97 1.86 1.53 0.82

최대값 4.5 4.5 5.6 10 최대값 4.5 4.5 5.6 10

기

계 

장

비

사례수 22 22 22 22

기

타

사례수 18 18 18 18

최소값 0 0 2.8 10 최소값 0.9 0.9 2.8 8

평균 2.33 2.82 4.07 10 평균 1.9 2.1 3.89 9.78

표준편차 1.86 1.89 1.43 0 표준편차 1.66 1.75 1.4 0.65

최대값 4.5 4.5 5.6 10 최대값 4.5 4.5 5.6 10

<표 Ⅳ-4> 훈련 직종에 따른 훈련생 리

3) 만족도 성과 : 만족도, 참여기업 만족도, 만족도 증감

만족도 평가를 해 훈련생 만족도, 참여기업 만족도, 만족도 증감과 같은 3가지 평

가항목에 하여 평가를 실시하 다. 훈련생 만족도는 체 훈련기 의 만족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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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 (C등 , 0.6 )으로 평균+1Σ는 0.8 (B등 ), 평균+2Σ는 1  만 (A등 )이며, 

평균-1Σ는 0.4 (D등 ), 평균-2Σ는 0.2 (E등 )을 부여하 다. 훈련생 만족도의 평

가배  12 으로 평가결과 평균값은 6.01 , 표 편차 1.89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만족

도의 평가배 은 14 이며, 평가결과 평균값은 5.7 , 표 편차 0.79이며, 만족도 증감

의 평가배 은 8 으로 평가결과 평균값은 5.7 , 표 편차 0.79로 나타났다. 기 유형

별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훈련생 만족도는 기업형의 평가 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업만족도는 학형의 평가 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 증감은 학형의 평가 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기관유형
훈련생

만족도

참여기업

만족도

만족도

증감
기관유형

훈련생

만족도

참여기업

만족도

만족도

증감

대

학

형

사례수 48 48 48

협

회

형

사례수 13 13 13

최소값 2.4 4.78 4.78 최소값 2.4 4.78 4.78

평균 6.1 5.81 5.81 평균 5.54 5.14 5.14

표준편차 1.91 0.77 0.77 표준편차 1.8 0.7 0.7

최대값 12 6.37 6.37 최대값 7.2 6.37 6.37

기

업

형

사례수 22 22 22

전체

사례수 83 83 83

최소값 2.4 4.78 4.78 최소값 2.4 4.78 4.78

평균 6.11 5.79 5.79 평균 6.01 5.7 5.7

표준편차 1.92 0.78 0.78 표준편차 1.89 0.79 0.79

최대값 9.6 6.37 6.37 최대값 12 6.37 6.37

<표 Ⅳ-5> 훈련유형에 따른 만족도 성과

훈련 기 이 주요 훈련 직종별 만족도 평가결과는 아래 <표 Ⅳ-6>과 같다. 훈련생 

만족도 평가결과 평균값은 정보통신 직종이 가장 높으며, 참여기업 만족도 평가결과

는 사무직이 가장 높았다. 만족도 증감 한 사무 직종의 평가결과 평균값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주요 훈련 직종
훈련생 

만족도

참여기업 

만족도

만족도

증감
주요 훈련 직종

훈련생 

만족도

참여기업 

만족도

만족도

증감

사무

사례수 37 37 37

정보

통신

사례수 6 6 6

최소값 2.4 4.78 4.78 최소값 4.8 4.78 4.78

평균 5.9 5.81 5.81 평균 6.4 5.31 5.31

표준편차 2.09 0.77 0.77 표준편차 1.96 0.82 0.82

최대값 12 6.37 6.37 최대값 9.6 6.37 6.37

기계

장비

사례수 22 22 22

기타

사례수 18 18 18

최소값 2.4 4.78 4.78 최소값 2.4 4.78 4.78

평균 5.89 5.65 5.65 평균 6.27 5.66 5.66

표준편차 1.77 0.81 0.81 표준편차 1.67 0.81 0.81

최대값 7.2 6.37 6.37 최대값 9.6 6.37 6.37

<표 Ⅳ-6> 훈련 직종에 따른 만족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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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총

성과분석 결과, 총 은 일부 지표가 제외됨에 따라 실제 평가지표의 공통지표 총

과는 차이가 있었다. 성과지표의 공통항목 배 은 90 이나 성과분석의 평가총 은 

75 이며, 평가결과 평균값은 44.96 으로 나타났다. 최 값은 59.17 , 최소값은 29.98

, 표 편차는 6.62 다. 기 유형별 평가결과는 기업형의 평가결과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형, 회형 순이었고, 훈련 기 의 주요 훈련 직종별 평가총 은 

사무 직종이 가장 높은 반면, 기계장비 직종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기   훈련 직

종에 따라 평가결과의 평균값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사례수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기관유형

대학형 48 33.98 45.57 5.81 57.17

기업형 22 29.98 46.25 8.08 59.17

협회형 13 30.38 40.56 5.25 50.37

전체 83 29.98 44.96 6.62 59.17

훈련 직종

사무 37 30.38 46.18 6.94 59.17

기계장비 22 32.78 43.84 6.64 54.37

정보통신 6 35.58 44.44 5.88 50.77

기타 18 29.98 44.02 6.25 54.37

전체 83 29.98 44.96 6.62 59.17

<표 Ⅳ-7> 훈련성과 최종분석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컨소시엄 사업의 효율성과 운 기 의 성과

향상을 한 성과지표 체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 로 성과분석을 실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해서 그간의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를 

정리․분석하 으며, 각 지표간의 요도에 따른 가 치 산정을 하여 문가들을 

상으로 AHP의사결정 기법을 활용하 다. 최종 개발된 성과체계는 훈련의 특성을 

고려하여 4개 항목, 10개 세부지표의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성하 으며, 공통지

표의 경우 측정의 용이성을 높이기 한 장량지표 주로 선정하 다. 분석결과, 공통

지표의 4개 항목  만족도성과가 가장 높은 비 을 보 으며, 훈련생성과, 참여기업 

성과와 약기업 성과 순으로 나타났다. 10개의 각 세부지표에 따라서는 참여 훈련생

의 만족도가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참여기업 만족도, 참여기업의 훈련참여

율과 수료율, 훈련인원 수, 약기업 참여율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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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를 기본으로 지난 2011년 컨소시엄 훈련을 실시한 운 기 의 성과평가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기업 수는 기업형이 학형이나 회형보다 높

은 반면, 참여기업의 훈련참여율은 회형과 기업형이 학형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

다. 훈련 직종에 따라서는 사무 련 직종의 참여기업 수와 참여기업의 훈련참여율

이 높았다. 둘째, 훈련참가인원에 따르면, 순인원과 연인원, 훈련생 증감률에 있어서 

학형과 기업형이 회형보다 높은 성과를 보 고, 수료율은 거의 모든 기 이 만

에 가까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만족도 항목에 있어서 훈련생 만족도는 

기업형의 평가 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기업만족도는 학형

의 평가 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족도 증감 역시 학형의 평가 수 평

균값이 가장 높았다. 

컨소시엄 사업에 한 성과평가는 컨소시엄 사업의 성공 인 수행을 한 요한 고

려사항이다. 사업이 성공 으로 수행되려면 성공 인 수행의 모습, 결과를 목표로 설정

하고 이를 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성과평가는 이 게 설정된 결

과, 목표가 구체 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가를 실제 장의 모습을 상으로 평가

하게 된다. 따라서 성과평가를 통해 나타난 사업수행기 과 사업의 재 모습은 향후 

컨소시엄 사업의 성공  시행을 한 의미 있는 시사 과 개선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사업수행 기 의 환경  요인이 교육·훈련 산출의 크기, 규모

에 미치는 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동일한 환경에서 실

시된 컨소시엄 사업이라도 직종, 분야 등에 따라 훈련의 양  측면과 질  측면이 서

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처럼 평가를 통해 기 별 성과 차이가 존재함을 제시

하 으나, 기 별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컨소시엄 사업의 운 에 있어서 사업 수행기 이 

처한 독특한 환경 등 사업 수행의 맥락  차이를 고려하여 성과를 최 화 할 수 있는 

지원  리방안에 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 별 특수성은 사

업의 투입, 과정, 산출의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성과평가에서도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의 컨소시엄 련 성과평가는 본 연구에 제시된 산

출지표의 타당성 확보, 성과 련 지표의 추가 인 개발, 그리고 기 별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제도와 시스템의 구축 등을 심을 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로 컨소시엄 성과평가의 수행에 필요한 시사 을 모색한 제한 이 있으

나,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컨소시엄 사업 자체의 수행모형 등을 논리 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모형에 근거하여 성과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소시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 으나, 직 인 성과 련 

변인이나 지표들이 수집되지 않은 계로 기존의 훈련 산출 련 지표들을 활용하

다. 이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악하기는 제한 인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기 으

로는 산출 련 평가지표들이 실질 인 사업의 성과와 얼마나 직 인 상 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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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를 악하는 산출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 검증이 필요하며, 장기 으

로는 컨소시엄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한 성과 련 지표를 수립하여 성

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Madhavan, 2009; Phillips, 2010). 이를 하여 사업 수

행기 의 성과를 체계 으로 수집, 리할 수 있는 사업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운 할 수 있는 평가 문 기구의 설치 등이 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 들이 지속 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배을규, 2012). 특히 교육·훈련 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해 성과 심 평가모형

의 도입 필요성 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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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Outcomes of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sortium Practice, Using Analytic of Hierarchy Process

Lee, Young-Min, Lim, Jung-Yeon, Lee, Ho-Sub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outcomes of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sortium practice in terms of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institutions that have participated in the practice during 10 years. To better 

understand the practice and analyze the outcomes more effectively, we developed 

the outcome evaluation system and key performance indicators, considering the 

types of consortium practice. This system and key performance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not only by reviewing the previous performance indicators, but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results of analytic of hierarchy 

process. In the results, we developed 10 categories and 10 specific indicators. We 

have also done the simulation of 2011 outcomes of practice and analyzed the 

results in terms of the types of companies and job types. An average score of all 

institutions was 44.96 points, despite the total score was 75 points. Maximized 

score was 59.17 points and minimized score was 29.88 points. The type of private 

company among several types of the consortism practice was higher than types of 

other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job type that had higher scores was general 

affairs. 

Key words  :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actices, Outcome Evaluation, 

Analytic of Hierarchy Pro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