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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산업안전교육의 프로그램 논리를 중심으로 산업안전교육의 현황을 분석함으로

써 산업안전교육이 재해율 감소라는 성과에 기여하는 논리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 논리안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

사 도구를 개발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

전교육의 실행논리 및 변화논리 각 요소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으나 현업 적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행논리의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강사역량, 프로그램, 운영관리, 교육환경의 총

4개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변화논리의 분석

을 위해 실행논리 및 변화논리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적용수준

과 결과기여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행동,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에는 사전학습, 학습태도, 프로그램, 운영관리, 종합만족이, 행동에는 사전적용이, 결과에

는 비용효과, 현업적용, 사전적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산업안전교육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성과로 연계되는 논리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현업적용 수준의 향상을 통해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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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산업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형

화되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근로자의 안전의식제고를 위하여 산업안전

교육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산업안전교육사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교육원 교육과 지역본부 및 지도원 교육

을 포함하여 연간 3천여 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인원은 연간 60만 명에

이른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9a). 이와 같은 투자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한국산업안전공단, 2009a),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산업안전교육이 근로자의 산업안전의식의 증진에 기여하여 종국적으

로 재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8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산업안전교육에의 참여는 사업장의 산업안전의식 증진

을 위하여 단위 사업장의 노력이나 안전점검, 각종 홍보 및 캠페인에 비해 관련 교육에

의 참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그러나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투자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재해율 감소라는 가시적

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함에 따라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교육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재해율은 1998년도에

0.6%대에 진입한 이후 0.7%대를 유지하며 더 이상 감소되지 않고 있다(산업안전보

건공단, 2009b).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과 비교할 때 현재 국내의 산업재해 인원

은 아직 매우 높은 편으로(노동부, 2008), 향후 재해율 감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

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산

업안전교육과 관련한 평가는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교육성과 모

형의 부재, 교육과 성과관리의 분리, 평가 도구의 정교화 부족, 평가 도구 활용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는데(산업안전보건공단, 2009b), 이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안전교육이 어떻게 재해율 감소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교육성과 모형의 부재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성과가 나타

나는 매카니즘에 대한 확신 없이는 교육 프로그램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설계, 나아가 프로그램의 투자에 대한 정당화가 어

려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교육의 프로그램 논리를 분석하고 그 타당성을 실

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산업안전교육이 재해율 감소라는 성과에 기여하는 논리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통된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향후 교육 기획 및 설계뿐만 아니라 통합적 평가 체제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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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프로그램 논리(program theory)

프로그램마다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를 획득하는 데 적합한 구조, 기능,

절차를 개념화하는 논리와 계획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내재된 논리와

계획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작동하는 논리를 프로그램 논리라 한다(Rossi,

Freeman, & Lipsey, 1999). 즉 프로그램 논리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 작동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내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논리는 논리 주도적 평가(theory driven evaluation)의 핵심이라 할 수 있

다. 논리 주도적 평가란 기존의 심리측정기법이나 통계적 방법 위주의 평가(method

driven evaluation)에서 벗어나 개별 프로그램에 내재하여 작용하는 프로그램 논리에

기초한 평가 방법으로(김주후, 2003).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 상황 대응성

(contingency), 포괄성(inclusiveness), 민감성(sensitiveness)의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

서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차별화될 수 있다(박소연, 2007).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업교육, 산업교육, 평생교육 등의 분

야에 적합한 평가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논리 주도적 접근에 기초한 평가가 타당하고 유용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

램이 작동하는 고유한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프로그램 논리

의 도출과 표현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작동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잠재된 논리를 규명

하고 명료화하는 일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 활동, 구성

요소들 간을 연결시키는 논리 또는 계열 등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Donaldson, 2003). 프로그램 논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Chen(1990)의 경우 프로그

램 논리를 규범적 논리(normative theory)와 인과적 논리(causative theory)로 구분하

였다. 규범적 논리는 프로그램의 설계 및 기획 논리로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진행 과

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인과적 논리는 규범적 논리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천 및

운영한 결과가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 중심으

로 작동한 중재과정, 즉 중재 메카니즘을 파악하거나 기술한다(Chen, 1990).

최근 Chen(2005)은 인과적 과정(causative process)에 기반한 변화 모형(change

model)과 처방적 가정(prescriptive assumption)에 기반한 실행 모형(action model)으

로 구성된 통합 개념적 프레임웍(conceptual framework of program theory)을 [그림

Ⅱ-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변화 모형의 인과적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

행 모형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행 모형이 이루어진 후에

변화 모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차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논리 이

해를 위한 통합적 틀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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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프로그램 논리의 개념적 통합 모형

출처: Chen, H. (2005).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Assessing and improving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CA: Sage, p. 31.

먼저 실행 모형은 프로그램 설계자나 다른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나 활동들을 처방하는 것을 말하며, 규범적 논리

에 근거한다. 그 구성요소로는 개입 및 서비스 전달 계획안(intervention and service

delivery protocols), 실행 조직(implementing organizations), 실행자(implementers), 목표

집단(target populations), 관련 조직 및 파트너(associate organizations), 생태적 상황

(ecological context)이 있다. 개입 계획안은 프로그램의 정확한 특성, 내용, 활동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관점이나 운영 절차에 대한 세부 사

항이 포함된다. 서비스 전달 계획안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특정한 단계로 입과 부터 수료까지 학습자가 밟게 되는 절차, 프로그램에서 각 활동의

책임자, 프로그램의 설정된 상황 및 의사소통 경로 등이 포함된다. 실행 조직은 프로그램

의 자원을 할당하고, 활동을 조정하고, 실행자와 다른 직원을 채용, 훈련, 감독하기 위한

조직을 의미한다. 실행자는 교육 서비스를 고객인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지는 사

람이며, 목표 집단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학습자를 의미한다. 관련 조직과 커뮤니티 파

트너는 다른 조직 간의 협동 및 협업을 의미하며, 생태적 상황은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미시적, 거시적 수준의 환경을 의미한다.

변화모형의 경우 개입(intervention), 결정요인(determinant), 목적(goal) 및 결과(outcome)

의 3개 요소로 구성된다(Chen, 2005). 개입은 결정요인을 바꾸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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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으로, 프로그램 안에 있는 변화 동인(agent)을 말한다. 결정요인은

프로그램의 개입 활동이 목적을 달성해내는 작동기제(leverage mechanism)에서의 중재변

인(mediating variable), 간섭변인(intervening variable), 혹은 결정요인(determinant)을 말하

는데,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결정요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적은 충

족되지 않은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는 이러한 목적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측면을 의미한다. 결과는 단기적으로 발현되는 것과 장기적으로 발현되는 것, 의도

된 것과 의도되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한다. 변화모형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성과를 달성

해나가는 로직모형(logic model)으로 인과적 논리에 근거한다.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의 실행모형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시되기 위한 제반의 과정

조건을 포괄하게 되는데, 강사와 관련하여 강사역량,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학습자와

관련하여 학습태도와 학습준비도가, 운영자와 관련하여 교육환경, 교육운영, 교육관리

가 포함될 수 있다(박소연, 2007). 변화모형은 교육이 성과로 연계되는 논리로, 지식,

기술 , 태도 등의 학습목표를 달성, 현업에서의 행동으로 전이, 사업 성과에의 기여의

인과모형을 전제한다(Holton, 1996). 이와 더불어 학습자의 능력, 동기, 환경 등 제반의

요인이 변화모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Noe, 1986), 실행모형에 포함된 제반의 요인

역시 학습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Alliger & Janak, 1989; Noe

& Schmitt, 1986; Dixon, 1990; Warr & Bunce, 1996).

2. 국내 산업안전교육의 특성

국내 산업안전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안전교육의 현황

과 특징을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화 교육, 지

역본부 교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지도원에서 실시하는 현장방문교육의 3단계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a), 크게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원 교육,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본부 및 지도원 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교육원 교육의 경우 2009년 현재 17억 9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약 29,3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원 교육은 양성교육, 전문화교육, 특정교육, 체험교육, 통신

교육으로 구분되며, 전문화 교육은 안전관리, 안전공학, 건설안전, 산업보건으로 세분된다.

총 교육과정은 70여개이며, 교육기간은 짧게는 2일에서부터 길게는 2개월에 이른다.

지역본부 및 지도원 교육은 경영층 교육, 중간관리층 교육, 근로자 교육, 취약계층 교

육으로 구분된다. 2009년 현재 지역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상인원은 154,330명,

지도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상인원은 178,870명으로, 총 353,200명을 대상으로 교

육이 이루어진다.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교육과정 중 경영층 교육은 경영층 안전보건

연찬회와 위험업종 사업주 교육으로 구분되며, 2내지 3시간 단기교육 대규모 강의 형태

로 이루어진다. 관리감독자/중간관리자 교육의 경우 실무교육, 기초교육, 명예감독관 교

육으로 구분되는데, 실무교육과 기초교육의 경우 교육내용 유사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진다. 근로자 교육의 경우 안전체험교육, 사내교육, 이동안

전교육, 지역 특성화 교육으로 구분되며 전반적으로 대상 교육인원이 가장 많다. 마지막

으로 산재 취약층 교육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 예비 산업인력 교육으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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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1∼2시간의 단기 강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의 교육원 교육과 지역본부 및 지도원 교육을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기간과 시간의 측면에서 교육원의 교육이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교

육에 비해 장기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자 측면에서 교육원 교육이 전문부서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편 지역본부 및 지도원은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한다. 강사 및 운영자의 측면에서 교육원 교육이 체계화, 전문화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지역본부 및 지도원 교육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원 구분 지역본부 및 지도원

최소 1박2일, 최대 2개월 기간 최소 1시간, 최대 1일

오전 9시- 오후 6시 시간 오전 10-11시, 오전 10-오후 6시

20-80명, 대체로 25명 수강인원 20명-80명, 대체로 35명 

전문부서 근로자 학습자
전문부서 근로자 아닌 경우 있음

학습자의 학력 및 연령차 많음

담당교수 있음 담당교수 없는 경우도 있음

교육원 내부교수 다수 + 외부강사 강사 짧은 과정은 1명, 1일 과정은 2-3명

담당교수가 운영 전반 담당

관리는 과정 조교가 담당
운영자

일선기관 교육행정 담당자

출결관리 및 다과제공

<표 Ⅱ-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원 교육과 지역본부 및 지도원 교육 특징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교육의 프로그램 논리를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하

여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분야 및 인적

자원개발의 논리를 고려하여 기존의 통합적 프로그램 논리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산업안전

교육 프로그램 논리안을 설계하였다. 이 논리안을 기반으로 조사 도구를 개발한 후, 이를 활

용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산업안전 프로그램 논리안(案)

산업안전 프로그램 논리안 설계를 위하여 산업안전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련 문헌자

료를 고찰한 후, Chen(2005)의 통합적 프로그램 논리의 프레임웍에 기초하여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 논리안을 다음 [그림 Ⅲ-1]과 같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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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과정 (action process)

변화 결과(change result)

프로그램 

실행
현장 안전
행동으로 

전이

안전의식
향상

재해율
감소

불안전한
행동 감소

학습 행동 결과

강사 자질
강사의 내용 전문성

강의 태도

교육 방법
교육활동의 적절성
교육자료의 유용성

매체의 적합성

교육 내용
내용의 목표 적합도

구성의 체계성
난이도의 적절성 

교육 운영
장소 및 일정 안내

시간 운영 

교육 관리
행정 처리
수업 관리

건의사항 조치

교육 환경
강의장 시설

휴게 및 다과 지원
식사 및 숙박

학습 준비도

사전학습수준

학습 자세
교육참여동기

교육의 필요성 인식

<강사 부문> <학습자 부문> <운영자 부문>

학습목표
(K, S, A)

달성

요구

분석

[그림 Ⅲ-1] 산업안전교육의 프로그램 논리안(案)

기존 Chen(2005)의 모형에서 제시되었던 실행자, 개입과 서비스 전달 계획안은 주

로 강사에 관련한 것으로 교육내용, 강사자질, 교육방법을 포함한다. 한편 실행 조직,

관련 조직 및 커뮤니티 파트너는 주로 운영자에 관련한 것으로 교육환경, 교육운영,

교육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목표집단은 주로 학습자에 관련한 것으로 학습자세 및 학

습준비도를 포함한다. 실행모형과 변화모형의 구체적인 변수는 Holton(1996)이 제시한

평가모형 및 박소연(2007)이 설계한 논리모형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

서 설계한 산업안전교육의 프로그램 논리안은 “교육을 제대로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학습자는 학습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이를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

는 산업체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불안전 행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궁

극적으로는 재해율 감소에 기여하게 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2. 조사 도구

산업안전 프로그램 논리안에 기반하여 다음 <표 Ⅲ-1>과 같이 조사 도구를 구성하

였다. 교육실시 직전의 조사 도구는 학습동기, 사전학습수준, 사전행동수준에 대한 11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후의 조사도구는 과정만족도, 학습태도, 사후학습수준,

적용기대수준, 결과기대수준에 대한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현업 복귀 1개월 후의

조사도구는 현업적용수준, 성과기여도에 대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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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실시 직전 교육실시 직후 현업 복귀 1개월 후

실행

과정

교육내용

과정만족도(33문항)

강사자질

교육방법

교육환경

교육운영

교육관리

학습자세 학습동기(5문항) 학습태도(1문항)

변화

결과

학습 사전학습수준(5문항) 사후학습수준(5문항)

행동 사전행동수준(1문항) 적용기대수준(1문항) 현업적용수준(5문항)

결과 결과기대수준(2문항)
결과기여도(1문항)

비용효과성(1문항)

문항 수 11문항 42문항 7문항

<표 Ⅲ-1> 시기별 평가자료 수집활동

사전, 사후 학습수준에 대한 문항은 학습자 자가평가 형식으로, 각 교육 프로그램의 담당

자가 교육목표를 고려하여 과정별로 5개 문항씩 1차 개발한 후 프로그램 평가 전문가 2인이

이를 교차 검증하여 최종 문항으로 활용하였다. 과정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기존의 관련 문

헌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논리 설계안에 따라 교육내용, 강사, 방법, 환경, 운영, 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을 분류한 후, 중복되는 항목을 제거하고 평가 문항화하여 포괄적인 만족도 문항

을 구성하였다. 현업적용수준은 현영섭(2004)이 Lynn과 Holton의 전이 측정도구를 수정, 보

완하여 구성한 5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성과기여도는 교육결과 기여도에 대한 3개

문항과 교육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2개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의 5점에

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논리에 입각한 평가 도구는 프로그램의 독특한 맥락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하

도록 개발되어 활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 도구는 도구 자체의 엄격성과 신뢰

성보다는 현장성과 타당성을 우선하여 개발, 적용하였다. 단, 프로그램 논리에 대한 실증적

검증 과정을 고려하여 실행 과정에 대한 조사 항목은 포괄적으로 구성하였고, 변화 결과에

대한 조사 항목은 안정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3. 조사 대상

산업안전 프로그램 논리안에 기초한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K사의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프로그램은 K사의 교육원 교

육 중 20개 과정, 지역본부 및 지도원 교육 중 35개 과정, 총 55개 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자 응

답자의 수 및 특성에 차이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1,308명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전

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단, 현장복귀 1개월 후에 실시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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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수집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55개 과정 중 20개 과정에 참여한 304명만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현재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논리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분석되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산업안전교육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하여 기술(descriptive) 통계분석, 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논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실행논리와 변화논리에 대한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실행논리의 검

증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각 요인별 Cronbach'a 계수를 산출하였

으며, 변화논리의 검증을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빈도(명) 비율(%) 계(명)

구분
교육원 389 29.74

1,308
지역본부 및 지도원 919 70.26

업종

제조업 558 42.66

1,308

건설업 156 11.93

운수․창고․통신업 52 3.98

전기․가스 50 3.82

기타 492 37.61

직급

사원급 223 17.05

1,308

대리급 342 26.15

과장급 403 30.81

부장급 244 18.65

임원급 96 7.34

경력

1년미만 57 4.36

1,308

1년이상 3년미만 175 13.38

3년이상 5년미만 181 13.84

5년이상 10년미만 228 17.43

10년이상 667 51.00

<표 Ⅲ-2>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IV. 연구결과

1. 교육의 전반적 수준 분석

먼저 실행논리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Ⅳ-1>과 같다. 교육

원의 경우 강사자질에 대한 점수가 4.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환경이 3.951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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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사자질에 대한 점

수가 4.1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환경은 3.869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변화논리 중 학습부문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원과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사전학

습수준 및 사후학습수준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사전학습수준

은 3.363점, 사후학습수준은 3.975로,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평균적으로 약 0.612점이 향상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교육원 지역본부 및 지도원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업

부문

교육내용 4.195 0.616 4.051 0.634 4.094 0.632

강사자질 4.332 0.610 4.163 0.629 4.213 0.628

교육방법 4.206 0.653 4.041 0.695 4.090 0.687

운영

부문

교육환경 3.951 0.829 3.869 0.848 3.893 0.843

교육운영 4.186 0.672 3.928 0.755 4.005 0.740

교육관리 4.229 0.640 3.940 0.711 4.026 0.703

학습자

부문

학습태도 4.108 0.616 4.053 0.645 4.070 0.640

학습동기 4.003 0.576 3.985 0.612 3.990 0.602

<표 Ⅳ-1> 실행과정에 대한 평가결과

구분
교육원 지역본부 및 지도원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학습수준 3.061 0.726 3.497 0.771 3.363 0.783

사후학습수준 3.997 0.569 3.966 0.646 3.975 0.623

<표 Ⅳ-2> 사전-사후 학습평가결과 종합 비교

변화논리 중 현업적용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원과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사

전행동수준, 적용기대수준, 현업적용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3>과 같다. 교육

참여 전에 이미 현업에서 행동하고 있는 수준은 평균 3.187로 나타났으며, 교육 직후 교

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자하는 기대수준은 평균 4.146으로 나타났다.

현업 복귀 1개월 후 실제로 현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준은 평균 3.702로 나타나, 적용

기대수준에 비해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육원의 경우 지역본부 및 지

도원에 비해 사전행동수준과 현업적용수준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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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지역본부 및 지도원 평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전행동수준 3.016 0.926 3.263 0.887 3.187 0.906

적용기대수준 4.250 0.577 4.102 0.586 4.146 0.587

현업적용수준 3.811 0.498 3.654 0.499 3.702 0.503

<표 Ⅳ-3> 행동평가결과 비교

변화논리 중 교육결과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원과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결과 기

대수준, 성과 기여도, 비용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4>와 같다. 결과기대수준

중 작업개선 및 안전의식고취는 4.281, 재해율감소는 4.248로 나타났으며, 성과기여도 중 안

전의식향상은 4.232, 재해율감소는 4.301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효과성 중 교육기여도는

4.379, 비용효과성은 4.277로 평가되었다. 결과 기대수준이 교육 종료 직후에 조사된 것이고,

성과기여도 및 비용 효과성이 현업 복귀 후 1개월 후 조사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

관되게 높은 점수로 분석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구분
교육원 지역본부 및 지도원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결과

기대

작업개선, 안전의식고취 4.287 0.561 4.261 0.643 4.281 0.662

재해율감소 4.234 0.546 4.266 0.621 4.248 0.601

성과

기여도

안전의식향상 4.151 0.447 4.329  0.557 4.232 0.550

재해율감소 4.218 0.403 4.381  0.519 4.301 0.497

비용

효과성

교육기여도 4.409 0.502 4.354  0.543 4.379 0.522

비용효과성 4.451 0.511 4.111  0.599 4.277 0.587

<표 Ⅳ-4> 결과평가결과 종합

2. 실행논리 분석

실행논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행논리에 포함된 문항을 중심으로 요인분석 및 각 요인별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직각회전 방식을

적용하였다. 33개 문항 중 종합 만족도를 묻는 3개 문항과 요인적재치가 낮은 1개 문항을 제

외하고 29개의 문항이 요인분석에 활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5>와 같다.

요인 1은 “강사역량”으로 강사의 전문성 및 태도와 강의 방법에 대한 10개 항목이 포함되

었다. 요인 2는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7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요인 3은 “운영관리”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효과적 운영 관리에 대한 8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요인 4는 “교육환경”으로 교육 시설 및 환경에 대한 4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어서 4개 요인에 대해 각각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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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한 결과, 4개요인 모두 신뢰도가 .87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인 수치는 <표 Ⅳ-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강사역량

강사의 내용 적합도 .749 .282 .237 .244

강사의 태도 .710 .281 .299 .325

교육방법의 효과성 .657 .351 .376 .112

강사의 내용 전달력 .652 .539 .085 .174

강사의 적극적 자세 .651 .452 .240 .209

교육 자료의 유용성 .635 .346 .400 .191

강사의 전문 지식 .617 .502 .098 .307

강사와 학습자 교류 .607 .463 .284 .204

시간 배분의 적정성 .585 .229 .544 .135

매체 활용의 효과성 .540 .408 .472 .158

프로그램

교육수준의 적절성 .256 .768 .240 .160

내용 구성의 체계성 .321 .746 .295 .163

내용의 정확성 .297 .745 .310 .219

내용의 풍부성 .334 .741 .284 .155

학습자의 기대 충족 .309 .729 .274 .247

내용의 목표 관련성 .331 .691 .294 .182

방법 활용의 적절성 .490 .509 .393 .107

운영관리

교육내용 안내 .142 .267 .807 .193

교육일정 안내 .207 .247 .781 .223

교육장소 안내 .092 .313 .727 .219

시간 관리 .371 .165 .684 .282

효과적 운영 .353 .264 .648 .323

신청절차 용이 .386 .165 .589 .273

효과적 관리 .440 .257 .574 .253

교육 모니터링 .324 .382 .551 .108

교육환경

강의시설 만족도 .285 .141 .173 .818

강의장소 만족도 .262 .263 .206 .801

제반환경 만족도 .268 .220 .388 .707

부대시설 만족도 .029 .176 .431 .674

고유치 5.949 5.835 5.825 3.430

Cronbach's α .947 .930 .930 .876

<표 Ⅳ-5> 실행과정 논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실행논리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나 활동으로, 규범적, 처

방적 논리에 근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교육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의 요소 및

활동을 포괄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실행모형의 요소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교육내용, 강사, 교육방법, 교육환경, 교육운영, 교육관리의 6개 요소는 강사역량, 프

로그램, 운영관리, 교육환경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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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역량

프로

그램

운영

관리

교육

환경

종합

만족

학습

동기

학습

태도

사전

학습

사후

학습

사전

적용

적용

기대

현업

적용

결과

기대

비용

효과

결과

기여

강사

역량
1.00

.790

***

.700

***

.542

***

.726

***

.397

***

.547

***

.148

***

.481

***

.087

**

.488

***

.300

***

.569

***

.319

***

.321

***

프로

그램
- 1.00

.657

***

.486

***

.696

***

.370

***

.542

***

.192

***

.493

***

.111

***

.502

***

.294

***

.562

***

.298

***

.291

***

운영

관리
- - 1.00

.670

***

.745

***

.360

***

.522

***

.112

***

.464

***

.093

***

.463

***

.224

***

.550

***

.278

***

.250

***

교육

환경
- - - 1.00

.560

***

.306

***

.389

***

.140

***

.386

***

.110

***

.370

***

.174

***

.426

***

.201

***

.178

**

종합

만족
- - - - 1.00

.375

***

.543

***

.147

***

.478

***

.094

**

.473

***

.251

***

.577

***

.319

***

.290

***

학습

동기
- - - - - 1.00

.434

***

.351

***

.372

***

.320

***

.410

***

.260

***

.422

***

.223

***

.257

***

학습

태도
- - - - - - 1.00

.216

***

.535

***

.136

***

.520

***

.265

***

.535

***

.241

***

.226

***

사전

학습
- - - - - - - 1.00

.474

***

.660

***

.229

***

.231

***

.205

***

.171

**

.167

**

사후

학습
- - - - - - - - 1.00

.310

***

.571

***

.229

***

.578

***

.260

***

.277

***

사전

적용
- - - - - - - - - 1.00

.172

***

.242

***

.148

***

.116

*

.077

적용

기대
- - - - - - - - - - 1.00

.284

***

.727

***

.329

***

.296

***

현업

적용
- - - - - - - - - - - 1.00

.289

***

.415

***

.455

***

결과

기대
- - - - - - - - - - - - 1.00

.325

***

.339

***

비용

효과
- - - - - - - - - - - - - 1.00

.674

***

결과

기여
- - - - - - - - - - - - - - 1.00

*** p< .001, ** p< .01, * p< .05

<표 Ⅳ-6> 프로그램 논리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3. 변화논리 분석

변화논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행논리 및 변화논리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

한 후, 학습, 행동,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행과정

및 변화결과의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Ⅳ-6>과 같다. 사전적용수준

과 결과기여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간에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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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변수 간의 상대적인 영향

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수는 Enter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우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후학습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실행과정 모형 검증에서 요인으로 분석된 강사, 프로그램, 운영관리, 교육환경의 4개 변수

및 종합만족도와 학습자 부문의 학습동기, 학습태도, 사전학습 수준 변수가 투입되었다.

다음 <표 Ⅳ-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설명량은 49.2%이며, 유의수준 .05에서 사후학

습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전학습, 학습태도, 프로그램, 운영

관리, 종합만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육 후 학습목표 달성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사전학습 수준과 학습에의 적극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충실

성과 운영관리의 효율성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변인 B SE Beta t

(Constant) .551 .105 5.223***

강사역량 .046 .038 .045 1.217

프로그램 .111 .034 .114 3.290**

운영관리 .102 .032 .112 3.172**

교육환경 .025 .020 .035 1.272

종합만족 .074 .032 .079 2.319*

학습동기 -.002 .024 -.002 -.094

학습태도 .252 .025 .262 10.154***

사전학습 .283 .017 .355 16.586***

R2 .492

*** p< .001, ** p< .01, * p< .05

<표 Ⅳ-7> 사후학습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현업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업적용 수준을 종속변수로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시 투입된 8개 변수 외에 사후

학습, 사전적용, 적용기대의 3개 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8>과 같다.

이 모형의 전체 설명량은 18.6%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05에서 현업적용 수

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전적용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교육내용을 이미 현업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학습자의 담당업무가 교육내용과 관련성이

높으며, 산업체의 전이풍토 및 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이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 및 학습자와 관련한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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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현업적용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SE Beta t

(Constant) 1.864 .226 8.232***

강사역량 .081 .074 .106 1.091

프로그램 .043 .066 .060 .655

운영관리 -.017 .062 -.027 -.279

교육환경 .003 .042 .005 .063

종합만족 .026 .062 .037 .416

학습동기 .080 .046 .106 1.749

학습태도 .023 .052 .031 .440

사전학습 .010 .045 .017 .232

사후학습 -.015 .056 -.019 -.261

사전적용 .100 .034 .200 2.921**

적용기대 .104 .055 .135 1.892

R2 .186

*** p< .001, ** p< .01, * p< .05

마지막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결과기여 수준을 종속변

수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프로그램 논리 중 교육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안전교육에서는 재해율이 교육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교육과정

수준에서 프로그램 논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재해

율 감소가 아닌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인식한 교육의 재해율 감소에 기여

수준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현업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시 투입된 11개 변수 외에 현업적

용, 결과기대, 비용효과의 3개 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Ⅳ-9>

와 같다. 이 모형의 전체 설명량은 4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5에서 현업

적용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비용효과, 현업적용, 사전적용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육이 시간이나 비용 대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학습자

일수록 교육이 재해율 감소에 기여한다고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 후 현업에

서 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과 현재 업무 및 환경이 전이에 적합한지의 여

부 등이 교육 결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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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결과기여 회귀분석 결과

변인 B SE Beta t

(Constant) 1.566 .214 7.307***

강사역량 .048 .063 .059 .765

프로그램 -.033 .055 -.043 -.594

운영관리 .017 .053 .024 .321

교육환경 -.023 .036 -.039 -.652

종합만족 .006 .053 .008 .106

학습동기 .056 .039 .071 1.444

학습태도 -.052 .044 -.067 -1.191

사전학습 .046 .038 .072 1.222

사후학습 .046 .049 .058 .947

사전적용 -.064 .029 -.121 -2.192*

적용기대 -.020 .054 -.025 -.381

현업적용 .204 .052 .192 3.939***

결과기대 .077 .058 .091 1.330

비용효과 .367 .033 .539 11.213***

R2 .493

*** p< .001,  ** p< .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재해율 감소를 위한 교육적 접근으로 최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산업안전

교육의 프로그램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안전교육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산업안전교육이 재해율 감소라는 성과에 기여하는 논리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Chen(2005)의 통합적 프로그램 논리 프레임워크에 기초하

여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 논리안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 도구를 개발하여 실

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교육의 실행논리 및 변화논리 각 요소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

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현업 적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

행논리의 수업, 운영, 학습자 부문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사의 자질이 높게 평

가되고 있다. 변화논리의 경우 사전에 비해 사후학습 수준이 향상되어 높게 나타났으며,

결과에 대한 인식도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단, 현업적용도의 경우 교육

참여 전에 이미 현업에서 행동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학습자가

교육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자하는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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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행논리의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산업안전교육 프로그램 논리안에서

는 산업안전교육 운영에 요구되는 제반의 요소 및 활동을 포괄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 강사, 교육방법, 교육환경, 교육운영, 교육관리의 6개 요소를 설계하였으나, 요인분석

을 통해 이를 강사역량, 프로그램, 운영관리, 교육환경의 4개 요소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변화논리의 분석을 위해 실행논리 및 변화논리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적용수준과 결과기여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논리에 포함되는 각 요소간의 관련성

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학습, 행동, 결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에는 사전학습, 학습태도, 프로그램, 운영관리, 종

합만족이, 행동에는 사전적용이, 결과에는 비용효과, 현업적용, 사전적용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산업안전교육은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운

영되고 있으나 성과로 연계되는 논리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이 재

해율 감소라는 결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습을 제대로 하는 것을 넘어 이를 현

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이를 위한 제반 여건이 부족

하여 전반적으로 전이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적

접근에 있어서 교육 전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교육내용을 분석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교육 후에는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업무 및 풍토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자의 교육결과 기여도 및 교

육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현업적용 수준의 향상

을 통해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국내 산업안전교육의 독특한 논리를 보다 구체화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

로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 평가체제 개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만, 향후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 도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주요한 변수로 예측된

교육과 업무와의 연계 수준 및 현장의 전이 풍토 등에 대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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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Korea Occupational Safety Program Theory

So-youn Park, Young-mahn Yo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program based

on program theory. For empirical and systemic analysis program theory draft was

designed and survey developed and conducted based on i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level of most items of action theory and change theory except

transfer were high. Second, 4 factors such as trainer competency, program contents,

operation and management and learning environment were found and reliability of each

factors were high. Third, most of variables of action theory and change theor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Prior learning, learning attitude, program contents, operation and

management, learning satisfaction effected on learning level, prior behavior effected on

behavior level and cost-benefit, behavior, prior behavior effected on result level. This

result indicates that Korea occupational safety program should be systemized and the

effort to improve behavior level is required.

Key Words: Korea occupational safety program, P rogram theory, Action Theory,

Change The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