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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담당자의 자세

• 늘 깨어 있어라. 

• 끊임없이 학습하라. 

• 자신을 불태우라. 

• 현장에 근거하라. 

•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 7감을 동원하라. 

• 자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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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발간에 즈음하여...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교육훈련 담당자들은 스스로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훈련

혁신과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되기 위해서 HRD 담당자는 가치와 비전을

현장으로 연결시키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전략을 수립하고 개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 매뉴얼은 교육훈련실무에서 요구되는 니즈분석, 교수설계, 개발, 교육운영, 

교육평가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론과 실제를 종합하여 제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매뉴얼이 교육훈련담당자 여러분의 실질적인 현장도우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중앙공무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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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최근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활동이 성숙되고 다양한

행정영역에서 혁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혁신을 주도할 주체로서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과제로 부각되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훈련(HRD)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교육훈련담당자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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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공무원 교육훈련은 점차적으로 혁신성과 고양을 위한 혁신교육, 현장중심 교육
훈련의 강화 및 실시와 같은 성과지향형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HRD 담당자들의 역량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매뉴얼은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HRD 담당자의 업무수행역량 향상과 교육
과정의 개발, 운영,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내용구성은 교수체제개발(ISD: 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의
기본 모델에 따라 요구분석, 교수설계, 과정개발, 과정운영, 교육평가의 5개 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파트별로 각 파트 주제와 관련된 기본 원리와 절차들이 구체적
으로 소개되고 있다. 

'PartⅠ: 요구분석' 에서는 기관의 요구분석을 통해 수행문제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교육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학습자 분석과 환경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의 필요성 파악을 위한 요구분석을 통해 교육 목적을 확인⋅기술하고,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습내용을 파악하는 과제분석의
절차와 내용도 함께 소개된다.  

'PartⅡ: 교수설계'에서는 과제분석에서 도출된 내용을 기초로 어떻게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설계해나갈 것인지가 소개된다. 여기에서는 체계적인 교수설계를 위한
성인 학습이론, 학습 목표달성을 위한 교수학습전략 및 설계의 원리와 절차 등이
제시된다. 

'Part Ⅲ: 과정개발'에서는 교수 설계안에 따라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시험과정을
운영하는 내용과 절차가 소개된다. 

'Part Ⅳ: 교육운영'에서는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운영의 준비, 실제 교육과
정의 운영, 교육과정운영의 결과 정리 등 실제 교육과정의 운영에 초점을 두고
실무적인 절차 내용을 정리하였다. 특히 교육운영업무를 담당하는 HRD담당자가
본 파트를 독립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Part V: 교육평가'에서는 교육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
평가, 성과평가를 소개하고, 이러한 평가들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절차들이 제시된다. 

본 매뉴얼은 각 파트 주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와 활용 양식들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매뉴얼의 실제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각 공무원 교육기관이 상이하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본 매뉴얼이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본 매뉴얼은
여러 공무원 기관에 걸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공통적인 내용과 절차들로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에 각 기관에 걸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데 있어 별무리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각 기관의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한, 성과지향의 교육운영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본 매뉴얼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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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 및 요구분석의 개념

•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스킬 및 태도와 현재 갖추고 있는 지
식, 스킬 및 태도 간의 격차를 규명하는 과정이다.

• 조직, 교육자, 학습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현재의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간의 중요한 격차를 알려주는 공식적이
고 체계적인 시도이다(Kaufman). 

•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현업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적 과정이다(Trainer’s Dictionary). 

•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쓰이는 과정이다(Noe).

◐ 요구분석의 개념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체계적⋅조직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교육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데, 이를 위한 시발점이 바로 요구분석이다.

• 요구분석은 교육을 계획하기에 앞서 교육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조직 의
사업적인 이슈와 관련된 요구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
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 요구분석은 ISD (Instructional System Development)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일
어나는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1) ISD의 나머지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
해주는 역할을 한다.

2) 조직활동이나 전략과 교육훈련을 연결시켜준다. 
3) 특정 교육목표 및 내용이 왜 선정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

◐ 요구분석(Need analysis)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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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분석의 위계

Business needs (조직 요구)

Performance needs
(수행 요구)

Training needs
(교육 요구)

• 요구분석은 목적에 따라 조직 요구(Business needs), 수행 요구(Performance 
needs), 교육 요구(Training needs)로 구분된다.

1) 조직 요구(Business needs)
조직 요구분석이란 조직 이슈해결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것으
로 주로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교육체계(커리큘럼)의 개발, 교육과정 개발
할 때 실시된다. 예를 들어, 국내 노사분규 증대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기업의 시
장점유율 감소 원인을 밝혀 이러한 문제 또는 조직 이슈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교
육적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 요구분석이 실시될 수 있다.  

2) 수행 요구 (Performance needs)
수행 요구분석이란 사업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직무상의 수
행과 실제 업무수행간 얼마만큼의 갭(gap)이 존재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된
다. 다시 말해 현재의 업무수행 행동과 이상적인 업무수행 행동을 비교하여 두 행
동이 서로간 어느 수준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수행 요구분석을 통해 노사분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분규 조정 스킬이 부족
한 점을 수행 요구분석을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 요구 (Training needs)
교육 요구분석이란 구성원들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해야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즉, 앞서의 수행 요구분석을 통해서 현재 업무수행 수준과
이상적 업무수행 수준과의 차이를 밝혀냈다면, 이러한 차이를 감소하여 이상적
업무수행 수준으로 향상되기 위해 어떤 교육훈련이 실시될 수 있는지를 교육 요
구분석을 통해 알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사분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효과적인 분규조정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지식과 스킬들을 교육 요구분석을 통
하여 찾아내는 것이다.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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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요구분석은 조직 또는 부처의 기관방침이나 핵심전략을 이해하여 해당기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행정운영과제 해결에 밀착된 교육훈련과제를 탐색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1) Business opportunity (조직기회)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장차 발생할 일들을 다룬다. 
예) 신규조직 개설, 대국민 서비스 행정효율 강화를 위한 신규 업무투자

2) Business Problem (조직문제)
과거에 초점을 두고 이미 조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질적 또는 양적 결과에

대한 문제들을 다룬다. 
예) 고낭비, 저성과, 행정효율의 저하, 납세율 저하 등

☞ 3가지 질문 포인트: 
① 어떤 조직적 요구가 그와 같은 교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까?
② 수행상의 문제는 이미 확인되었습니까?
③ 그와 같은 교육요청을 하게 만든 조직상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조직 요구분석을 왜 하는가? 

Training
Program

Program
Results

- 지식의 증가

- 스킬의 증가

- 인식의 변화

Business
Results

Training
for

Activity

Training
for

Impact 

- 작업 수행 향상

- 서비스 품질 향상

- 업무 생산성증가

- 관리 비용 절감

◐ 조직 요구분석의 목적

2.  조직 요구분석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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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은 어떤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수행문제로부터
발생된다. 

• 수행문제는 이상적인 수행수준과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행수준의 차이 즉,   
수행의 불일치이다. 

• 따라서 수행 요구분석이란 바람직한 수행과 실제 수행 사이에 존재하는 수행의
불일치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 수행 요구분석을 통해 수행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수행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방안 중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 이는 교육은 수행의 문제가 지식이나 스킬의 결핍이 원인일 때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수행의 문제가 개인의 동기부족이나 장비나 도구의 문제일 경우는 다른
해결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① 교육훈련에 의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
- 업무수행에 중요한 정보를 기억해 내는 능력이 부족할 때
- 중요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이 부족할 때

② 교육훈련의 유형
- Job aid
- Training
- Training + Job aid

③ Non-training intervention의 종류
- 직무수행의 척도와 표준이 명시된 직무기술서의 제공
- 동기부여
- 교정을 목적으로 한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시기 적절한 피드백
- 직무재설계
- Job Rotation
- 적절한 작업절차, 공간, 도구, 시설, 재료의 제공

* 교육훈련을 통해 어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가?
* 어떤 유형의 교육훈련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가?
* 교육훈련 이외의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 수행문제의 개념과 수행 요구분석의 의미

◐ 원인별 해결방안

3.  수행 요구분석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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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요구: 공무원 조직의 혁신 역량의 증대를 위하여

•학습 대상자: 중앙부처 국장급이

•교육 내용: 환경의 변화, 정부혁신의 미래상, 변화관리의

프로세스와 도구들을 학습함으로써

•학습 결과: 조직내 새로운 행정관행을 정착시키고, 소속 기관

의 혁신 비전을 수립하며, change agent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조직 요구: 행정의 효율과 행정인의 문제해결력 증대를 위해

•학습 대상자: 일선 행정기획 업무담당자가

•학습 내용: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단계부터 해결방안도출까지의

절차와 진행방법 등 전문기법을 학습함으로써

•학습 결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변화관리

교육과정의

교육목적

문제해결

능력향상

과정의

교육목적

◐ 교육목적의 개념 및 기술내용

◐ 교육목적 기술 사례

4.  교육목적 개발

• 교육목적의 정의
- 해당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이유
- 일련의 교수활동을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제작하는데 지침이 되는 바를 문장화
하는 것

- 조직 요구: 교육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업(조직)요구를 명시한다.  
- 학습 대상자: 해당 교수활동의 학습 대상자를 명시한다.  
- 교육 내용: 해결해야 할 주요 과업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 학습 결과: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학습결과를 기술한다.

• 목적기술 내용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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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분석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 교육훈련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스킬, 그리고 태도 등과 같은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교육훈련 전 선수 행동들이 확인되고,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의

내용, 수준, 동기화의 필요성, 교수방법 및 매체선정 등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필 요한 정보들이 수집된다. 

◐ 학습자 분석의 의미

• 조직내 교육훈련을 필요로 학습 대상자를 정의하기 위해

• 여러 가지 경험에 기반을 둔 개입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 교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 효율적인 학습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 학습자의 선수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 교수나 훈련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 교수나 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들을 결정하기 위해

◐ 학습자 분석의 목적

• 학습자의 특성: 직급, 직무, 직위

• 사전 학습 정도: 지식, 기능, 태도

• 직무 경험 수준

• 현재 능력 수준

• 학력 수준

•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의 정도: 전문 용어

• 직무 환경 특성

• 학습자의 제약조건

• 학습자의 규모

• 경력관리의 경로

• 학습유형

◐ 학습자 분석의 항목

5.  학습자분석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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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관의 과장들이 행정
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이슈를 정확히 도출하여 행정운영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적인 문제해결능력 및 재무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방법을 학습하고 나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효과적인 팀 목표
실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교육과제(과제분석 해야 할 것)

1.급변하는…대처한다.
2.전략적인 계획
3.실천적인 문제해결
4.재무정보 활용….의사결정
5.팀 목표실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한다.

조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구성요
소를 안다.

변화를 위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다.

학습 위계분석을 통한 과제분석(예)

◐ 교육과제 추출 과정

중요 조직이슈로부터 교육과제 추출까지

?

중요 조직
이슈의 확인

수행문제의
확인

1. 조직
요구분석

수행문제의
원인 분석

해결방안
도출

3.교육 필요점
확인

과제 분석용
교육 과제

① 고객 서비스 차별화
② 업무 품질 차별화
③ 충성도 증가

① 고객 불만 증대
② 업무 클레임 증대
③ 휴가율 증가

① 피드백 지연,
불친절

② 고객 대응 지연
③ 잦은 업무 교체

?

2.수행요구 분석

?

◐ 교육목적으로부터 교육과제 추출

6.  교육과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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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주요 task 및 subtasks을 구체화하여 training content를 선정하기 위해

- 바람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 학습 task들 간의 계열화를 결정하기 위해

• 성공 요인

- task 분석 내용의 정확성을 SME(내용 전문가: Subject Matter Expert)와
관리자들에게 확인 받는다.  

- 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인터뷰, 관찰, 매뉴얼 분석 등

- 확인된 task의 수준은 학습자의 선수학습 수준을 찾는데 기초가 되며, 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과제의 수준을 확인한다. 
- 핵심 업무수행에 필요한 task와 sub task들이 추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수준을 결정할 때, 요구되는 수행 수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고려한다. 

1. 적절한 task analysis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교수목적의 학습 영역을 분류한다.  
2. 학습 영역을 고려하여 적절한 task analysis 방법을 선정한다.
3. 상세한 분석계획을 수립한다.
4. SME를 선정하고 이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5. task analysis를 실시한다.
6. subtask를 계열화한다.
7. task analysis 내용을 SME, 관리감독자 그리고 학습자에게 의뢰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확정한다.  

7. 과제분석

◐ 목적과 성공요인

◐ 과제분석의 일반 원칙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17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학습 위계분석

◐ 과제분석의 기법

• 학습 위계분석은 학습해야 할 내용 단위의 위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절차:  1. 최종 학습 결과(목표)를 진술한다. 
2.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을 확인한다.
3. 단계적으로 사전 학습 내용(Prerequisite)을 확인한다

☞ Q. 학습자는 이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스킬을 사전에 갖추어야
하는가? (Principles/Rules → Concepts  → Facts)

4.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에 도달할 때까지 이 절차를 계속한다.

절차분석

• Task list: 
Step → Sub-step → Sub-sub-step 

• Table: 
Task list + Cue for step

• Flow chart: 
Linear / Branched

• DACUM chart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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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및 교육 요구분석

1-1. 조직상의 교육요구 파악
1-2. 조직의 교육요구 발생배경 파악
1-3. 발생 배경의 원인 파악
1-4. 해결 방안의 검토
1-5.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 선정

2. 분석 계획 수립

교육 필요점 발견

착수

3. 환경 분석

4. 학습자분석

5. 목적분석

6. 직무분석

7. 과업분석

8. 내용분석

8. 요구분석의 절차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19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Ⅱ. 요구분석의 실제

실행 단계

1. 조직 및 교육 요구분석
2. 분석 계획 수립
3. 환경분석
4. 학습자분석
5. 목적분석
6. 직무분석
7. 과업분석
8.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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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및 교육 요구분석

◐ 목적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요구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교육과정개발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1-1. 교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상의 요구를 파악한다.
☞ 조직상의 요구는 다음의 범주에서 찾을 수 있다.

- 달성해야 할 새로운 과제
- 기대하는 수준과 현재수준간의 Gap
- 비효율적이며,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교육과정
- 기술변화, 업무수행방법의 변경, 정책변경에 기인한 행정요구의 변화

☞ 조직 요구의 예시:
- 조직요구는 비용의 과다 발생, 현장조사 보고서, 납기의 지연,  직무과업의
변경, 새로운 정책의 개발 및 도입, 새로운 조직이념이나 Vision의 도입 등으
로 나타날 수 있다. 

1-2. 조직이슈의 발생 배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 제기된 조직요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 제기된 조직요구의 중요성은 어떠한가?
-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복잡성과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각 조직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다른 조직요구와 관련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1-3. 수행문제/원인: 위의 2번에서 나타난 조직요구의 발생 배경 중 수행상의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일련번호를 붙여 기술한다.

1-4. 해결방안: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1-4-1. 제도적/ 환경적인 해결방안

- 새로운 조직이 요구되거나 기존 조직의 Mission이 애매해서
- 직무재설계/ 직무전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 의사결정 기준이 불명확해서
- 기술, 제품, 시장 등에 대한 전략이 없거나 미흡해서

1-4-2. 동기부여에 의한 해결방안

- 알고는 있으나 실행이 되지 않아서

1-4-3. 교육훈련에 의한 해결방안

- 일에 대한 지식/스킬/태도가 부족해서

- 기존 교육과정은 있으나 현 실정에 맞지 않아서

1-5.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 최적의 해결방안이 교육훈련으로 결정된 근거를 기술한다.  

◐ 방법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22



#1-1. 조직요구 및 교육 요구분석

5. 교육훈련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교육적 대안)

1) 제도적/ 환경적인 해결방안

2) 동기부여에 의한 해결방안

3) 교육훈련에 의한 해결방안

① Off-JT          ② OJT
4) 기타

4. 상기 3 항의 원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방안

3. 수행문제와 원인

2. 상기 조직요구의
발생배경

내용

1. 요청 부서의
조직요구

구 분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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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요구분석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요구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요구에 대한 수행문제를

확인하고 교육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작성예시

조직요구 및 교육 요구분석

안전 관리자의 개인별 역량에 의존하여, 재해처리가 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시 TFT로 처리되고 있다. 

2. 상기 조직요구의
발생배경

조직부문에서 많은 재해(인명)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

비용의 증가 및 회사의 이미지 실추가 발생했다. 

내용

1. 요청 부서의
조직요구

구 분

● 교육과정으로
해결한다.

• 재해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
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 교육과정으로
해결한다.

• 재해유형별 안전보건담당자
가 재해처리와 관련된 명백한
역할을 수행한다.  

● 교육과정으로
해결한다. 

• 재해처리 프로세스에서의
key point를 보급한다.  

● 교육과정으로
해결한다.

• 재해처리 관련 best 및 worst
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다. 

• 재해 및 사고처리
의 적용기준이

없다. 

• 안전보건관리 담
당자가 재해처리
에서 일반적인
판단과 행동을
수행하지 못한다.

• 예외적인 사고처
리기준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

하다. 

★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 재해유형별 안전보건담당자
에게 재해처리와 관련 명백한
역할을 규정한다. 

• 일부 전문가들만
재해처리 프로세
스를 이해하고

있다. 

★ 제도적으로
해결한다.

• 재해처리 프로세스에서의
key point를 정립한다.• 재해처리 수행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공식자료
가 없다.

• 안전보건담당자
가 재해처리역할
을 원활히 수행
하지 못한다.

5. 교육 해결방안4. 해결방안3. 수행문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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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계획 수립

◐ 목적

개발하려는 교육과정의 환경분석, 학습자분석, 직무분석 및 목적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자료(raw data) 수집계획에 대한 총괄표를 만드는 것이다. 

2-1. 번호: 기대하는 정보의 일련번호를 적는다.

2-2. 기대하는 정보: 과정개발을 위한 제 분석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정보를
명시한다.

☞ 예시: - 개발환경의 개발 정보 - 조직의 비전
- 구체화된 과정목표 - 초보적 직무기술
- 세부화된 직무기술 - 직무기술의 확인
- 학습자 특성

2-3. 자료원: 기대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람,  과정. 매뉴얼, 도서 및 문서 등을 명시한다.

2-4. 자료소재지: 자료원이 있는 장소를 명시한다.

2-5. 수집방법: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 참고: 자료수집방법의 여러 유형과 방법 결정시 고려사항

[방법]
- 개인 또는 그룹과 직접 면접
- 개인 또는 그룹과 전화 면접
- 업무수행의 관찰
- 작성된 자료나 기록의 검토
- 질문지 조사(설문조사)
-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

[방법 결정시 고려사항]
- 비용
- 시간
- 효율성
- 적용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조사방법을 선정한다. 

2-6. 담당자 : 기대되는 정보의 수집 책임자 성명을 기재한다. 

2-7. 계획일 : 자료수집을완료하기로계획한 날짜를 기재한다.

2-8. 완료일 : 실제 자료수집이 완료된 날짜를 기재한다.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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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석 계획표 양식

수집방법 담당자 계획일번호 기대하는 정보 완료일자료소재지자료 원

(기대하는 정보는 환경/목적/과업/학습자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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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분석

◐ 목적

교육과정개발에 도움 또는 장애가 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과정개발의
전제요건으로 삼는다. 

3-1. 과정개발의 제약조건을 기술한다: 제약조건에는 인적, 물적 제약조건 이외에도
개념적, 기간적 제약조건을 기술한다. 

3-2. 기존교육자료를 기술한다: 개발하려는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높은 기존의 교육
자료, 예를 들면, 해외자료 및 과정개발 내용에 시사점
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망라해서 명시한다.

3-3. 교육과정의 위치를 기술한다: 조직의 교육체계 중 교육과정과 관련된 모든 과정
을 명시하며, 교육 체계상에서 개발하려는 교육
과정이 차지하는 위치를 기술한다. 

3-4. 과정개발의 협력자를 기술한다: 본 교육과정의 개발 멤버 이외에 과정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조직내⋅외의 인적자원과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모두 적는다.

3-5. 종합환경을 기술한다: 종합 의견난에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교육개발
환경을 기술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시간적 제약이 있는지
또는 유사한 교육과정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과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과 그 밖에 앞서 분석된 내용을 개발자
입장에서 견해를 제시한다. 

◐ 방법

#1-3. 환경분석 양식

개발 환경

종합의견

과정 개발의

도움 영역

과정의 위치

기존 교육자료

제약조건 기술

비고분석 내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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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

교육과정개발에 도움 또는 장애가 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과정개발의
전제요건으로 삼는다. 

작성예시

•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
처리관련 기본
법규의 이해와
명백한 역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시사점

• 재해처리
단계별

role play

Best practice

• 공정별(터널) 
표준작업안전
에 대한 지침

• 재해처리실무
에 대한 기본
내용과 산재보
상 실무의 전
문내용을 파악
한다. 

도출 아이디어

• 터널현장 표준작업안전

• 재해예방을 위한 테마

• 건설업의 일반적 특성

• 재해처리실무

• 산재보상제도

• 산재보상실무

• 민사합의 및 손해배상실무

•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주요내용

사내건설

무재해

활동CD

재해보상

전문과정

구분

( 기존 교육자료 )

시간

효율적

PJT운영
안

전체적으로 현장의 SME활용 및 자료 수집이 힘든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과정개발을 위한 시간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개발환경

종합의견

안전 기획팀 및 안전담당 임원의 참여가 높다. 
안전기획팀: SME 협조

안전교육담당: 자료수집

과정개발의

도움 영역

초급 수준조직내 안전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과정이며, 향후
각 분야별 전문과정이 개발될 예정이다. 

과정의 위치

아래 별표 참조기존 교육

자료

상위자의

지원이

절대적
으로 필요

인적 자원: SME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인터뷰

, 자료수집 등의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물적 자원: 기존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참조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기간적 제약: 하절기 사고철이 임박하여 과정개발 기간이

충분치 않다. 

제약조건

기술

비고분석 내용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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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분석

4-1. 일반 사항을 기술한다.
4-1-1. 학습대상자는 학습자가 소속된 부문, 부서, 직무, 직위, 인원을 파악하여

명시한다.
4-1-2. 이 과정에 참여할 학습 대상자를 년도별로 계획하여 인원을 명시한다.
4-1-3. 교육이 실시될 경우, 학습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제약 요건을 명시

한다.

4-2. 학습관련 특성을 기술한다
4-2-1. 학습자들의 선수학습 수준(선수지식, 스킬)을 구분하고 향후 교육하게

될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4-2-2. 직무 또는 과정내용에 대해 학습자의 동기/태도를 Keller의 ARCS모델

을 참고하여 기술한다.

☞ 켈러의 ARCS-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인 4가지
- 주의(Attention) : 학습의 선수조건으로 “주의”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느냐이며, 단순히 감각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켜 학습-교수과정 동안
학습에 대한 지속적 “주의”를 말함.

- 관련성(Relevance) : “왜 내가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말함.
- 자신감(Confidence) : 학습목표의 달성에 대한 기대 정도를 말함.
- 만족감(Satisfaction) :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 정도는 학습 이후

에 예상할 수 있는 만족감을 말함.        

4-3. 교수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특성을 기술한다.
여러 가지 교수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선호도와 각 교수방법에 대한 경험
정도를 기술한다.

4-4. 교수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자의 특성을 명시한다
(시각, 청각장애와 기본 능력 등).

☞ 예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교수설계를 하는 방법과 매체선정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운용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포토샵을
활용한 e-learning 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교육내용을 설계하는
것은 곤란하다.)

◐ 목적

교육과정설계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일반적 사항과 학습관련 특성을 분석한다.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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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습자 분석 양식

7. 교수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특징이 있는가? 

6. 여러 가지 교육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현재의 태도는 어떠한가? 여러 가지 교육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수준은 어떠한가?

5. 직무 또는 과정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 태도는 어떠한가?

2) 기술 :

1) 지식 :

4. 학습자들의 선수학습 수준(선행지식, 기술)은 어떠한가?

(앞으로 교육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학습관련 특성]

3. 학습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약요건은?

전체 학습대상인원

해당년도 학습대상인원

합계과장사무관주무관구분

2. 이 코스에 참여하리라고 추정되는 학습자의 수는? 

계

인원직위직무부서부문(조직)

1. 학습자 그룹

[일반 특성]

[ 학습자분석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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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분석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수행상의 특성, 학습자의 교육참여 결정 및 일반 특성 등에 대해 확인
하고, 교육과정개발 방향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는다. 

작성예시

학습자분석

30사원/대리/과장안전관리자공무부서플랜트부문

50사원/대리/과장안전관리자공무부서건축부문

50사원/대리/과장안전관리자공무부서토목부문

현장의 관리책임자(소장)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소장은 공사납기가 우선이며, 
재해관리는 교육보다는 실제 업무경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법률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 

7. 교수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특징이 있는가? 

-교육방법의 경우 강의식에 익숙해져 있으나, 토의식 교수법을 선호하고 있다. 

6. 여러 가지 교육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현재의 태도는 어떠한가? 여러 가지 교육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수준은 어떠한가?

-전체적으로 직무에 대한 경험적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5. 직무 또는 교육과정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 태도는 어떠한가?

2) 기술: 재해처리 절차에 따른 활동이 미흡하여, 특히 처리과정에서의 비효율이 자주 발생한다. 

1) 지식: 재해처리와 관련한 경험이나 사례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으나, 법률적 지식 등의 체계적 이해

가 부족하다. 

4. 학습자들의 선수학습 수준(선행지식, 기술)은 어떠한가?

(앞으로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학습관련 특성]

3. 학습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약요건은?

160605050전체 학습대상

604020해당년도 학습대상

계과장사무관주무관구분

2. 이 코스에 참여할 거라고 추정되는 학습자의 수는?

160계

20사원/대리안전관리자기술안전부서관리부문

인원직위직무부서부문

1. 학습자 그룹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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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분석

◐ 목적

◐ 방법

해당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이유로, 일련의 교수활동을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제작하
는데 지침이 되는 바를 문장화하는 것이다. 

5-1. 조직 요구: 교육으로 해결하여야 할 조직 요구를 명시한다. 
5-2. 학습 대상자: 해당 교수활동의 학습대상자를 명시한다. 
5-3. 학습 내용: 해결해야 할 주요 과업에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5-4. 학습 결과: 학습을 통해 기대되는 학습 결과를 기술한다. 

#1-5. 교육목적 분석 양식

과정명 :

학습 결과

학습 내용

학습 대상

조직 요구

• 조직 요구: 행정의 효율과 행정인의 문제해결력 증대를 위해

• 학습 대상자: 일선 행정기획 업무담당자가

• 학습 내용: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단계부터 해결방안도출까지의 절차와

진행방법 등 전문기법을 학습함으로써

• 학습 결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문제해결능력과정의 교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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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분석

사업요구 및 수행문제, 학습자 분석을 토대로 교육목적을 기술하고, 과정 흐름
의 기준으로 삼는다. 

작성예시

조직의 재해처리 효율을 10 % 이상 신장할 수 있도록 한다.학습 결과

교육목적 분석

과정명: 재해처리과정에 대한 이해

사내 안전사고의 재해관리 및 발생시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에 대한 지식과 재해처리 절차를 학습하게 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10 %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목적 진술문

종합

산업안전에 대한 지식과 재해처리절차를 학습하게 함으로써학습 내용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학습 대상

조직내 안전사고의 재해관리 및 발생시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조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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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직무(Job)를 책무(Duty), 과업(Task)으로 위계화한다. 

6-2. 위계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기능은(1-0, 2-0…), 책무는(1-1, ……2-1..), 과업은 (1-1-1…,  2-1-1,..), 하위 과업
은(1-1-1-1,… 2-1-1-…)순으로 번호를 붙인다. 

6-3. 다음의 예시와 같이 책무 수준에서 직무분석을 한다.
☞ 예시 : 직무 = 로봇 수리

1-0. 로봇 부품을 수리 또는 제작하기(책무)
1-1. 반장에게 수리 또는 제작에 필요한 부품구입에 대한 결재하기(과업)
1-2. 고장 위치를 진단하기(과업)

1-2-1. 에러 메시지와 전기신호의 감지하기(하위 과업)
1-2-2. 진단 절차의 도표에 따라 순서대로 점검하기(하위 과업)

6-4. 초기 수준 과제에는 각 책무수준에 대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수 지식, 스킬, 
태도 등을 기술한다. 

6-5. 각 책무별로 양식에 따라 과업을 기술한다. 

6. 직무분석

◐ 목적

직무 수행시 요구되는 직무의 위계를 분석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학
습 내용을 설계한다.  

◐ 방법

직무

책무 책무

과업 과업

요소 요소

지식 기술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4--------.

#1-6. 직무분석 양식

진술문과업번호

초기 수준과제(전제된 선행조건)

책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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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

교육 목적과 관련된 직무를 분석하여 학습해야 할 과업들을 파악하고, 학습내용
을 도출할 근거를 확보한다. 

작성예시

현장 응급조치를 한다.1-2

사전 자료를 준비한다.1-1

직무분석

현장 응급조치를 한다.1-2

재해 보고를 한다.

진 술 문

1-3

과업번호

현장의 기초 안전지식

초기 수준과제(전제된 선행조건)

재해처리책무

현장안전관리자직무

과업 Task책무 (Duty)

재해를

처리한다.

합의 및

보상을 한다.

사전자료를
준비한다. 현장응급조

치를 한다.

재해를
보고한다.

Joint-
team을

구성한다.

사고경위를
조사한다.

노동부
현장조사를
준비한다.

노동부와
경찰조사

자료를
준비한다.

검찰조사를
준비한다.

유족과
합의를

실시한다.

관련기관에
요양신청을

한다.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관조사를
대비하여
최종점검

한다. 

관련기관에 요양신청을 한다.2-2

유족과의 합의를 실시한다.2-1

직무분석

진 술 문과업번호

산업재해보상법

초기 수준과제(전제된 선행조건)

합의 및 보상책무

현장안전관리자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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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분석

7-1. 책무단위로 작성한다.

7-2. 직무분석에 있어서 과업 번호를 기입한다.(각 책무마다 별도로 기입한다).

7-3. 과제를 평가한다.
빈도/중요도/난이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며, 평정 결과에 따라 교육 내용으로의

과업 선택여부는 참고표의 알고리즘에 의해 판정한다.

☞ 참고: - 빈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양적 정도를 의미한다. 
- 중요도: 해당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초래하게

될 결과의 영향 정도이다. 
- 난이도: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렵거나 복잡한 정도로 여기

에는 환경적 조건이나 제약조건이 포함된다. 

◐ 목적

직무에서 분석된 과업의 빈도/중요도/난이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교육내용으
로 다룰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업분석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 방법

#1-7. 과업분석 양식

직 무 명 :

책 무 명 :

☞ 각 책무단위로 작성한다.

☞ 분석하고 있는 해당 직무의 위계를 설정하여, 관련기능, 책무, 과업의 목록을 작성 한다.
책무영역에 포함되는 필요한 태도 및 기술의 초기상태를 서술하고 과업을 나열한다.

☞ 척도의 기준
• 빈도 : 매우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 중요도 : 매우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 난이도 : 매우 쉬움=1, 쉬움=2, 보통=3, 어려움=4, 매우 어려움=5

# - 2

# - 1

기대되는

수행수준

선택

여부

선수학습

여부
난이도중요도빈도

직무분석의
과제번호

직무분석에서 작성된 각 과업의 리스트를 대상으로 현장 내용전문가와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와 함께 각 과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다음 사항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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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내용으로의 과업선택여부 결정 준거를 위한 알고리즘

수행 문제가 발견된 과업진술

OJT

YES

YES

YES

YES

무시

피드백의 제공

피드백의 제공

NO

NO

NO

NO

중요도 3점 이상?

난이도 3점 이상?

선수학습여부?

빈도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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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용분석

◐ 목적

각각의 책무수준에서 최종 목표(T.O: Terminal Objective)와 세부 목표(E.O: 
Enabling Objective)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지식/스킬/ 태도의 구체적 내용 영역이 무
엇인지를 찾아낸다. 

◐ 방법

8-1. 교육내용을 도출한다.
하나의 책무를 한 단원으로 설계한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이 요구되는지 전문가
의견, 문헌 및 현장 조사를 토대로 찾아내어 나열한다.   

8-2. 나열된 내용은 지식, 스킬, 태도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8-3. 분석된 내용을 기초로 개략적인 과정 흐름도를 만든다.

책 무 명:

상기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과업과 하위 과업에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와 관련
된 주요 학습내용 영역을 기술한다.                                                          

과정 흐름도:

도출된 지식, 스킬, 태도를 기초로 과정의 흐름 및 간략한 과정개요를 작성한다.                                           

(각 책무단위로 작성한다)

#1-8. 내용분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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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석

선정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스킬, 태도, 도구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작성예시

• 산업안전
보건법규

• 산업재해
보험보상법

• 업무분장• 안전관련
법규

• 보상법관련
법규

사전 자료를
준비한다.

재해
를

처리
한다.

• 응급처치 및
실습

• 응급조치
매뉴얼

• 사진기
• 녹음기
• 응급조치
• 비품
• (산소호흡기, 
붕대,각목)

• 응급조치요령
(심폐소생술/인
공호흡법)

• 응급조치관련
장비사용요령

• 사진기
• 사용 방법
• 녹음기
• 사용 방법

• 응급조치
관련기관
확인

• 현장보안
조치

• 재해자 신원
확보

현장응급조치
를 한다.

• 산업안전
보건법규

• 산업재해
보험보상법

• 보고서
• 작성 요령(본사, 
경찰서,노동부)

• 관련법 규정
재해를 보고한
다. 

• 업무분장Joint-team을
구성한다.

• 산업안전
보건법규

• 산업재해
보험보상법

• 사례연구
• 협상스킬
• 시나리오 작성
요령

• 진술문 작성
요령

• 관련법규정
• 시나리오
• 작성기초지
식

• 진술문작성
기초지식

사고 경위를
작성한다.

• 산업안전
보건법규

• 산업재해
보험보상법

• 문서작성
• 기초지식

정부 조사를
대비하여 최종
점검한다.

• 산업안전
보건법규

• 산업재해
보험보상법

• 노트북
• PT용 차트
• 핀 포인트

• 발표능력• 문서작성
기초지식노동부 현장

조사를 준비
한다.

• 산업안전
보건법규

• 산업재해
보험보상법

• 자료 독해능력
• 자료 작성능력

노동부와 경찰
의 조사에 자
료를 준비한다.

• 자료작성요령• 관련법 규정
• 자료작성
기초지식

검찰 조사를
준비한다.

지식 스킬 도구 관련 교과목주요 직무책무

지식, 스킬, 태도, 도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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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석

선정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스킬, 태도, 도구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작성예시

• 산업재해보험
보상법

• 협상능력
• 설득능력

• 산업재해보험
보상법규

유족과의 합
의를 실시한
다.

합의
및

보상을
한다. 

• 산업재해보험
보상법

• 요양신청
절차의 이해

관련기관에
요양을 신청
한다.

• 산업재해보험
보상법

• 데이터를
유지하는
요령

• 데이터를
관리하는
요령

• BP보상관련
조정능력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식 스킬 도구 관련 교과목주요 직무책무

교육의 흐름

• 재해
처리의
필요성

•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이해

재해처리의 기본 프로세스
와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재해처리 발생형태별
적용기준을 알 수 있다.

재해발생시 관련법규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재해처리를 담당할 수
있다.

• 재해
처리의
중요성

• S/M의
이해

• 재해발생 형태별 적용
기준 및 응용

• 재해
처리과정
이해

• 재해처리 실무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40



내용분석

선정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스킬, 태도, 도구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작성예시

과정개요

강의/실습

강의/실습

1hr강의/실습
• 재해발생 형태별
적용기준 및 응용

사례중심의 강의 및 분임토의
교수
방법

1hr

• 재해처리 실무

•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이해• 재해발생시 관련 법규

를 이해하고 신속하게
재해처리를 담당할 수
있다. 

1.5
hr

1.5
hrModule 2

재해처리
실무 이해
및 현장응용

과정
내용

안전보건관련업무 담당자
대상
자

강의
• 재해처리 프로세스
의 이해

• S/M의 역할

1hr

교육
시간

강의

학습 방법

• 재해처리의 필요성
• 재해처리의 중요성

학습 내용

• 재해처리의 기본 프로
세스와 관련규정을 이
해하고 재해처리 발생
형태별 적용기준을 알
수 있다. 

모듈 목표

Module 1

재해처리
Mechanism
및 S/M역할
이해

과정
목적

사내 안전사고의 재해관리 및 발생시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지식과 재해처리
절차를 학습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10 %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모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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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활용양식

양식

1. 조직 요구분석서
2. 분석 계획표
3. 환경 분석서
4. 학습자 분석서
5. 목적 분석서
6. 직무 분석서
7. 과업 분석서
8. 내용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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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요구분석서

5. 교육훈련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교육적 대안)

1) 제도적/ 환경적인 해결방안

2) 동기부여에 의한 해결방안

3) 교육훈련에 의한 해결방안

① Off-JT          ② OJT

4) 기타

4. 상기 3 항의 원인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3. 원인의 규명

2. 상기 조직요구의
발생 배경

내용

1. 요청부서의 조직요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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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계획표

수집 방법 담당자 계획일번호 기대하는 정보 완료일자료소재지자료원

(기대하는 정보는 환경/ 목적/ 과업/ 학습자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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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 분석서

개발환경

종합의견

과정개발의

도움 영역

과정의

위치

기존 교육

자료

제약조건

기술

비고분석 내용항목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46



4. 학습자 분석서

7. 교수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특징이 있는가? 

6. 여러 가지 교육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현재의 태도는 어떠한가? 여러 가지 교육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수준은 어떠한가?

5. 직무 또는 과정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 태도는 어떠한가?

2) 기술 :

1) 지식 :

4. 학습자들의 선수학습 수준(선행지식, 기술)은 어떠한가?

(앞으로 교육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학습관련 특성]

3. 학습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제약요건은?

전체 학습대상

해당년도 학습대상

구분

2. 이 코스에 참여하리라고 추정되는 학습자의 수는? 

계

인원직위직무부서부문부

1. 학습자 그룹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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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 분석서

과정명 :

학습 결과

학습 내용

학습 대상

조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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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무 분석서

진술문과업번호

초기 수준과제(전제된 선행조건)

직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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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 분석서

# - 2

직 무 명 :

책 무 명 :

☞ 각 책무단위로 작성한다.

☞ 분석하고 있는 해당 직무의 위계를 설정하여 관련기능, 책무, 과업의 목록을 작성
한다. 책무영역에 포함되는 필요한 태도 및 기술의 초기상태를 서술하고, 과업을 나
열한다.

☞ 척도의 기준
• 빈도: 매우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 중요도: 매우 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 높음=5
• 난이도: 매우 쉬움=1, 쉬움=2, 보통=3, 어려움=4, 매우 어려움=5

# - 1

기대되는

수행수준

선택

여부

선수학습

여부
난이도중요도빈도

직무분석의
과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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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용 분석서

(각 책무단위로 작성한다)

책 무 명 :

상기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과업과 하위 과업에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와
관련된 주요 학습내용 영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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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설계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 매뉴얼

Part II. 

Ⅰ. 요구분석

Ⅱ. 교수설계
Ⅲ. 과정개발

Ⅳ. 교육운영

Ⅴ. 교육평가



HRD 담당자 업무매뉴얼

Ⅰ. 성인 학습의 이해

Ⅱ. 교수설계의 원리

목차

Ⅳ. 활용 양식

Ⅲ. 교수설계의 실제

1. 성인 학습의 주요 이론

2. 성인 학습자의 특성과 교수 전략

1. 교수설계의 의미

2. 학습영역의 분류

3. 수행목표의 개발

4.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5. 교수설계의 원리

6. 교수설계의 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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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세부 내용

Ⅰ. 성인 학습의 이해

성인이 대상인 공무원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인 학습원리를 이해하고, 교수

개발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성인 학습의 주요 이론

2. 성인 학습자의 특성과 교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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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 학습의 주요 이론

• 어떤 행위로 발생된 과거의 결과에 의하여 그 행위가 수정되거나 회피되도

록 동기 부여된다. 
• 학습 행위의 지속성을 위하여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벌 등의 결과물이 제공

되어야 한다. 

• 인간은 그들이 훌륭하고 지식이 많다고 여기는 타인을 관찰하면서 학습한

다. 
• 행동 모델링을 활용한 교육 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 인간은 목적 달성이라는 결과를 위해 행동한다. 
• 학습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제시는 학습 활동을 강화할 수 있

다. 

• 사람이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즉, 
사람들은 다양한 수준의 욕구(예, Maslow의 4단계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

하여 행동한다. 
• 학습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규명하고 그 요구를 학습 프로그램 설계

에 연계시킬 때 학습 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 

• 기대란 어떠한 행위를 실행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실제로 행위를 잘 수행하

는 것간의 연계성에 대한 믿음이다. 
- 사람은 기대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을 선택한다. 
- 훈련의 관점에서 기대이론은 직원들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학습이 보다 나은 직무수행, 급여의 증대, 동료

의 인정 등과 같은 결과와 관련된다고 믿을 때, 그리고 직원들이 이러

한 결과에 가치를 두고 있을 때 학습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

안한다.  

• 성인이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다. 
• 성인은 능동적이며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임을 가정한다. 
• Andragogy의 성인학습이론의 주요개념 교육훈련에 주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 자아개념: 교수계획에 있어서 상호협력이 중요

- 경험: 사례와 토의를 통한 학습경험의 활용

- 준비도: 학습자의 흥미와 역량에 근거한 교수개발

- 시간관념: 학습한 것의 즉시적 적용

- 학습지향: 주제중심이 아닌 문제중심 학습이 중요

사회학습
이론

강화이론

목표설정
이론

욕구이론

기대이론

성인학습
이론

◐ 성인 학습 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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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들은 필요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매우 높은 학습 동기를 갖고 있다.
- 성인들은 매우 구체적인 요구(목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 성인들은 학습하는 내용이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 성인들은 쉽게 옳고 그른 답을 말하지 않는다.
• 성인들은 교재가 적합하고 실질적이길 원한다.
• 성인들은 실제 해결방안이 주어졌을 때 변화한다.
• 성인들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대로 시간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원

한다.
• 성인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강사를 존중한다.
• 성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삶을 강의 내용에 반영한다.

-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리 답을 갖고 있다.
- 이론보다는 자기 경험을 앞세운다.

• 대부분의 성숙한 성인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 성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고 가는 강사보다 지도하고 지원하는 facilitator를 선

호한다.
• 성인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 성인들은 요구 및 목표의 진단, 활동의 선택, 평가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강사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 성인들은 젊은 학생들보다 유연하지 못하다.

-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싫어한다. 
- 그들은 다른 방식을 수용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경우의 장점을 알고 싶어 한다.

• 성인들의 관심사와 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다.
• 학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경우가 있다.  
• 성인들은 집단을 이루어 협력하는 활동을 원한다.
• 자신이 일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여 보고하기를 바란다.

2. 성인 학습자의 특성과 교수전략

◐ 성인 학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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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중심보다는 문제 중심으로 접근한다

• 즉각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 이전의 경험을 파악하여 통합한다(연상을 통한 전이 효과).

• 강사는 내용 전문가라기보다는 교육 참가자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학습 절차에 교육 참가자를 참여시킨다.

• 전체 → 부분 → 전체의 원리를 활용한다.

• 개인차를 수용하는 다양한 교수 기법을 제공한다.    

• 학습 내용, 기대되는 학습 결과,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자주 점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 성인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교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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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세부 내용

Ⅱ. 교수설계의 원리

1. 교수설계 및 설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교수설계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 개요를 개발할 수 있다.

1. 교수설계의 의미

2. 학습영역의 분류

3. 수행목표의 개발

4.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5. 교수설계의 원리

6. 교수설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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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분석과 직무분석을 통해 교육에 필요한 주제가 선정되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교

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분석 단계에서 확인된 교육요구와 필요를 바탕으로 프

로그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수 방법이나 전략에 관한 기획을 하는 것이 설계과정이다.

• 교수설계 단계는 교수 설계자와 내용 전문가의 협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

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교육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

수-학습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 다시 말해 교수설계란 요구분석과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학습 목표를 개발하고, 
교육내용을 선정 조직하며, 효율적·효과적 학습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을 기획하는 과정이다. 

1. 교수설계의 의미

◐ 교수설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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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영역의 분류

◐ 학습내용의 분류

Gagne의 학습영역 구분

1) 지적 기능

문제해결을 위해 개념이나 규칙을 활용하는 영역으로 학습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시

하기에 앞서 학습자가 그 정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수지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2) 언어 정보

저장된 정보를 재생(사실, 명칭, 문장 등)하는 영역으로 언어 정보영역의 발달을 위

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며 학습자 스스로 이 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예) 신입사원의 반도체 용어를 외우기 위한 노래 짓기 등

3) 운동 기능

일련의 물리적 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실행계획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이 영

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이해시키거나 스킬의 시범을 보여주고 그에

따라 연습을 하도록 한다.  

4) 태도

사람, 물건, 사건에 대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정적 또는 부적 행동 성향으로 학습

자의 현재 태도를 진단하고, 학습자 태도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태

도의 변화를 꾀한다. 
예) 교육 종료 후 현업에서 학습자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태도 변화에 대한 정적 강화를 제공한다. 

5) 인지 전략

학습자의 사고와 학습을 관리하는 실행 조절과정으로 학습자의 기억, 사고 및 학습

을 관리한다. 이 영역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창조하거나)내거나 개념을 통합하는 기

능을 한다.  

학습영역(성격)에 따라 교수 전략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각 학습영역을 구분할 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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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목표는 의도하고자 하는 학습 결과 – 교수 종료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학습 과제의 명세화와 교수 매체와 방법의
선택을 연결 해준다. 즉, 수행 목표는 학습 과정 혹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가
이루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이다.

수행목표는

1) 교육참가자가 학습과정을 끝마쳤을 때, 강사의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해당 분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제시해 준다.
2) 교육 참가자들에게 학습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 교육 참가자들이 성취하여야 할 학습범위를 제한하여 명확하게 해 준다.
4) 강사가 수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수업 전개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학습절차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수행목표의 개념

3. 수행목표의 개발

“ 견습생이 실제 작업상황에서 잘못 조정된 캬뷰레타가 주어질 때, 500 RPM
으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캬부레타를 조정할 수 있다.“

1) Audience (대상)
학습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누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지를 명확히 한다.  

2) Behavior (행동)
학습 후에 기대되는 Performance 

- 행위(Action)동사를 사용한다. 
- 관찰, 검증, 측정이 가능한 동사를 사용한다. 
- 필요하다면 보조 동사(qualifying verb)를 사용한다. 

3) Conditions(조건)
직무 수행 시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자원의 유무를 밝힌다.
-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직무환경을 기술한다(현업과 가장 유사한 상황). 
-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여부를 서술한다. 

4) Degree (기준)
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질적, 양적 기준을 구체화한다.  
- 양적인 요구조건을 구체화한다. 

◐ 수행목표의 기술 방법 - 수행 목표 기술을 위한 ABCD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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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땜질은 인두를 갖고

구리선을 기계적으로,전기적

으로 완전하게 납땜한다.

조립하다, 짓다, 측정하다,
깨끗이 하다, 조립하다,
설계하다, 분해하다, 고정시
키다, 만들다, 칠하다, 감싸다

심리 운동적 영역

•A물질의 순도를 판단하고 이
유를 밝힌다(평가).
•고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새로운 절차를 설계한다(종
합).

추론하다, 결정하다, 예측하
다,
연관시키다, 보여 주다, 사용
하다, 분석하다, 분류하다,
창작하다, 비평하다, 설계하
다,
계획하다

적용, 분석,
평가, 종합

•A의 2가지 예를 들다.
•실험결과를 그래프로 그린다.

계산하다, 비교하다, 
토의하다,
식별하다, 그리다, 스스로
설명 하다, 예를 들다. 
해석하다, 풀다

이해

지식

•실험실 작업을 할 때의

안전절차를 선택한다.

선택하다, 조직하다, 반응하
다,
참가하다, 완성하다, 감상하
다

정의적 영역

•‘빛’이라는 용어를 정의한다.
•A와 B의 연관성을 진술한다.

실례

정의하다, 묘사하다, 
확인하다,
명칭을 붙이다, 목록을
만들다,
이름을 대다, 진술하다

지

적

영
역

동사구분

◐ 수행목표의 기술 방법 – 행동목표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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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의 선정은 학습목표에서부터 시작하고 핵심주제와 초점은 학습목표와 관
련되어야 한다. 

• 학습내용의 선정기준으로

- Smith & Delahaye(1987)는 'what participants must know,' 'what participants 
should know,' 'what participants could know'를 제시했다. 

- Tracey(1992)는 '중요한 요점과 개념을 놓치지 말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
요가 없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한번 제시된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된
다'고 강조했다.  

◐ 내용 선정

• 시간적 순서로 배열한다: 특정한 시간적 순서로 개념이나 역사적 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 주제에 따라 배열한다: 주제별로 학습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예: 신문의 기사제시 방법) 
• 전체-부분 계열화를 한다: 학습내용의 전체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각론

을 순차적으로 제시 하는 방법이다. 현상이나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 각각의 부분이나

구성요소들이 전체와 어떻게 관련 되는지를 설명하는

전략이다.  
• 부분 전체-계열화를 한다: 전체-부분 계열화 전략과는 반대로 전체를 구성하는

개별적 부분이나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경험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다. 
• 잘 알려진 사실이나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나 정보를 나중
에 제시한다.  

• 단계적 계열화를 한다: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순서대로 학습내용을 제시하는

• 방법이다.  
• 일반적인 것을 먼저 제시하고 특수한 내용을 나중에 제시한다. 
• 단순하거나 쉬운 것을 먼저 제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나중에 제시한다. 

4.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 계열화(sequencing) 전략

우선 설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 학습의 위계(sequencing)이다.  
다시 말해 제시되는 학습내용의 순서를 어떻게 계열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계열화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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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설계의 원리

• 교수설계는 일반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설계와 학습자 중심의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교수자 중심의 설계 원리
이 원리는 지식의 효과적인 전달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1) 교수자가 학습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학습방법을 사용하며, 어떻게 평가

할 것 인가에 중점을 둔다.
(2) 이 원리에 의하면 교수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며, 학습이란 전달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3) 이 원리에 따르는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수업사태(Gagne), ARCS모델(Keller) 등

이 있다.
(4) 주로 이 모형에서의 교수 설계는 학습자의 객관적인 이해를 끌어내기 위한 교수

활동에 중심을 두고 가르칠 지식을 선정·분석한다.  
(5) 이 원리에서 평가는 교수와 분리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표준화

검사와 같은 유형을 사용한다. 

2) 학습자 중심의 설계 원리
이 원리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1) 교수자의 역할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
(2) 이 원리에 의하면 학습은 학습자가 지식의 내적인 표상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경험에 의해 독특하게 개발되는 개인적인 해석이고 앎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3) 이 원리에 따르는 대표적인 모형으로는 문제 중심 학습(PBL), 실천 학습(Action 

Learning), 목적중심 시나리오, 문제해결 시나리오 등이 있다.
(4) 주로 이 모형의 교수 설계에 의하면 의미는 경험에 근거하므로 학습을 위해 경험

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이 실제 세계를 반영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 환경은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할

수 풍부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교수 설계의 관심은 교수 활동보다는 학습자들

의 문제해결 활동과 문제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데 있다.
(5) 평가는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의 내용은 학습자가 문제를 이해하

고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행 능력에

초점을 둔다. 

5. 교수설계의 원리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65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HRD 담당자 업무매뉴얼

강의식 교수법은 단순하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효

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학습자들이 그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체

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Gagne의 이론은 강의식 교수법을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내적, 외적 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학습상황에서 학습의 외적 조건을 제공하는 일련

의 절차를 교수사태라고 하는데. Gagne와 Briggs(1979)는 학습상황에서 일어나는 9
가지 교수 사태를 발생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1) 주위의 획득 (주의)
학습자의 주의를 획득하여 후속 학습활동 즉, 교수사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제스처나 시각적 매체 활용 또는 학습자의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획득한다. 

2) 학습자에게 목표 제시 (기대)
학습자에게 수업의 목표를 제시하는 목적은 학습자가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이 학습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수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 이다.

3) 선수학습 요소의 회상 자극 (재생)
본 학습에 필수적인 능력인 선수 학습기술은 새로운 학습을 실시하기 전에 회상되

어야 한다. 종종 선수학습 요소의 회상은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사전에 학습한 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제곱 미터(㎡)'를 가르치기 전에 '미터(m)'의 개념을 생각해보게 한다.  

4) 자극자료의 제시 (자극요소의 선택적 지각)
이 사태는 본 학습이 시작되는 첫 단계에 필요한 것으로써 자극자료를 제시할 때는

학습자의 선택적 지각을 결정하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각종 강조기

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도 바로 학습자의 선택적 지각이라는 내적

인지 과정을 돕기 위함이다. 
예)하이라이트, 굵은 글자나 밑줄사용, 다양한 예 제시 등

5) 학습 안내의 제공 (정보의 저장)
학습 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가 목표에 명세화된 특정 능력을 보다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이 사태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이

고 친근한 예의 제시나 학습자의 지식 경험에 새로운 자극을 연결시키려는 노력 등

이 포함된다. 

◐ Gagne와 Briggs의 교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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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행의 유도 (재생과 반응)
학습자가 특정능력을 습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행
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7) 수행의 정확성에 관한 피드백 제공 (강화)
학습결과에 대한 정보로서의 피드백의 제공은 교수사태로서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장 효과적인 피드백은 정보적(informative)인 피드백보다는 오답인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보충 설명을 해주는 피드백이 학습 성취에 효과적이다. 

8) 수행의 평가 (자극에 의한 재생)
학습자가 설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의도한 기술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수행평가사태에서 해야 할 일이

다. 
평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수행 행동의 평가는 새로운 학습이 어

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신뢰성, 타당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학습의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한다.

9) 기억 및 전이의 향상 (일반화)
교수 활동은 수행 평가로 끝나서는 안되고 학습한 것과 파지와 전이를 일부분으

로 포함해야 한다. 지적 기능 학습의 파지와 전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복

습을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언어정보 학습의 파지와 전이를 위해서는 선행

되어 학습한 언어 정보들과 연관성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Gagne와 Briggs의 교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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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자의 학업 능력은 학습자 특성과 교수 전략뿐만 아니라 동기 수준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이 학습 동기인데, 학습 동기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이나 목적을 추
구할 것인지 혹은 회피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선택된 방향
에 대한 노력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eller는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을 체계적으
로 제공하기 위한 모형을 제공하였는데, 주의 집중(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
신감(Confidence)만족감(Satisfaction)이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이론이 ARCS 이론이다. 

1) 주의 집중
학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학습자극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지각적 주의환기
새롭고, 놀라우며, 기존의 것과 모순되거나 불확실한 사건 또는 정보를 교수 상
황에서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의를 유발⋅유지한다. 

① 시청각 효과로서 각종 애니메이션의 사용과 삽화, 도표, 그래프 등의 사용, 
적절한 공백, 다양한 글자체, 소리나 반짝임, 역상문자 등 사용한다.  

②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이나 사건을 활용한다(패러독스, 괴상한 사실, 희한
한 통계자료 등). 

③ 위 두 가지 방법의 남용을 피하여 너무 많은 지각적 자극이 나타나지 않도
록 한다. 

(2) 탐구적 주의환기
학습자에게 스스로 질문이나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여 정보 추구 행동을 자극
한다. 

① 학습자의 능동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흔하지 않은 비유를 해보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연상을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② 문제해결 활동을 구상하게 하여 학습자의 탐구적 주의환기를 돕는다. 
③ 문제상황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지식은 부분적으로만 제공한다. 

(3) 다양성
교수 요소들을 변화시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① 교수의 한 단위를 간결하고 짧게 잡고 학습자의 주의집중 시간에 따라 정
보 제시, 연습, 시험 등 다양한 형태를 적절히 사용한다(일관성 유지 필요). 

② 일방적 정보 제시(강의형)과 상호 작용식 교수-학습(토론형)을 적절히 혼
합한다. 

③ 교수 자료의 형태와 관련하여 각 페이지나 화면마다 일관성은 있으되, 여
백이나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변화를 시도한다.  

④ 어떤 다양성의 방식을 사용하든지 이는 교수 목표, 수업의 주안점을 가르
치는 것과 기능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ARCS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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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성
관련성은 이 과제가 어떻게 학습자의 개인적 흥미나 목적과 관련되는가에 대한 긍
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다.  

(1) 친 성
학습자의 경험, 가치에 관련된 예문, 용어, 개념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① 개인적으로 친 한 이름이나 인물, 그림 등을 사용하여 학습의 친 도를
향상시킨다.

② 친숙한 그림을 사용하여 추상적이고 새로운 개념을 구체화한다. 
③ 친 한 예문이나 배경 지식 사용한다(예> 전공과 관련된 통계의 개념 및 방

법). 

2) 목적 지향성
교수 목표에 실용성을 나타내는 진술이나 예문을 포함시키거나 학습자 스스로
성취 목적이나 기준을 세우도록 한다.   

① 학습 과제의 중요성이나 실용성에 중점을 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다. 
②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습 활동 자체의 목적을 제시해 주기에 용이한 게임

이나 시뮬레이션 등의 학습형태를 이용한다. 
③ 학습자에게 다양하게 제시되어있는 목적 중에서 스스로 적합한 목적을 선

택하도록 한다. 

3) 필요 혹은동기와의 부합성
학습자의 필요나 동기와 부합되는 수업 전략을 사용한다. 

① 학습의 목적을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수준이나 능력에 따라 적절한 수준을 선택하도록 한다. 

② 이것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과제를 해나가는 과정
에서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③ 고수준의 과제 선택시 경쟁이 없는 안전한 학습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소속감의 욕구 충족을 통해서 학습자의 수업 관련성 증진). 

④ 학습자에게 전혀 위험이 없으며 학습 과정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
적 상호학습 상황을 제시한다. 

◐ ARCS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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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감
언제나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도전감을 제공하면서 노력에 따른 성공의
가능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시키도록 한다. 

(1) 학습의 필요조건
학습자에게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필요조건과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성공
가능성 여부를 짐작하도록 한다. 

① 학습의 목표, 수업의 전반적인 구조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평가 기준을 분명히 제시 + 연습 기회 제시 + 반응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③ 미리 선수 지식, 기술이나 태도 등을 진술한다.  
④ 학습자에게 시험의 조건을 인식하도록 한다.  

(2) 성공의 기회
학습과정과 수행조건에서 적절 수준의 도전감을 제시한다. 

①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수업을 조직화하고, 강화를 자주 혹은 매
번 사용한다. 

② 학습의 필요조건과 선수지식, 기술을 부합시켜 지나친 도전과 권태를 방지
한다.  

③ 사전 준비시험을 제시하여 수준이 다른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시작하도록 구성한다. 

④ 초기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연습이나 적용의 과정에 무작위로 다
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조절할 수 없는 도전감을 첨가한다.  

⑤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 제공한다(시간 조절, 자극 속도 조절, 상황의 복잡성
조절).

(3) 개인적 조절감
성공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기인한다는 피드백과 조절의 기회를 제공한다. 

① 언제든지 학습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돌아오고자 할 경우 돌아오도록
하며 학습 전 상황에서 복습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② 학습자가 다음 내용으로 스스로 진행하게끔 하는 조절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학습자가 원하는 부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여러 다양한 학습과제와 난이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교수를 조직한다. 
⑤ 학습자의 성공이 그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유도하

는 문장을 활용한다. 

◐ ARCS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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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족감
학습자가 노력한 결과가 학습자의 기대에 부합하여 이에 만족한다면, 학습동기는
계속 유지될 것이며 일단 유발된 동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1) 자연적 결과
학습자의 내적 동기 유지 방안으로 새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실제 혹은 모의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응용 연습 문제를 제공한다.  
② 새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이 다음 후속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③ 학습한 기술이나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모의 상황이나 게임을 첨가한

다. 

(2) 긍정적 결과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성공적인 학습 결과에 대한 긍정적 피드
백이나 보상을 제공한다. 

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단계의 경우 매번 긍정적 피드백이나 기타
보상의 제공이 적절하고, 기술이나 지식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간헐적인
강화의 제공이 적절하다.  

② 학습자 수준에 맞는 의미 있는 강화를 제공한다.  
③ 옳은 반응 뒤에는 긍정적인 외부 보상, 틀린 반응 뒤에는 NO 보상을 한다. 
④ 보상이 실제 수업상황보다 더 흥미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념한다. 
⑤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상의 종류를 제공한다.  

(3) 공정성
학습자의 학업 성취에 대한 기준과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져야 한다. 즉, 
학업 수행에 대한 판단을 공정하게 해서 성공에 대한 보상이나 강화가 학습자가
기대한대로 주어져야 한다.

① 수업의 내용과 구조를 제시된 수업 목표와 일관성 있게 맞추어야 한다. 
② 학습 도중 연습한 내용과 시험의 내용을 일치시킨다.  

◐ ARCS 이론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71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HRD 담당자 업무매뉴얼

•치 한 후속조치와
도움을 제공할 것

집합교육의 사전
학습으로서 강의나
토의의 페이스를
설정할 경우

•강의, 워크샵을 더욱
효과적으로 함

•동기부여가 되지 못할
경우 학습효과 저조

⑥ 과제법

•평가체크리스트
명확히 할 것,

•연기를 녹화, 또는
구성원의 피드백을
받도록 함

접객응대, 전화응대
회의진행 방법, 
대인관계 스킬
(면접, 상담, 손님
응대)

• 장시간 소요
• 촉진자의 능력 중요
• 상대편의 감정 이해
• 적극적인 의사소통

가능

④ 역할
연기

• 철저하게
시범준비,강사는
기기에 대해 완전
마스터 할 것

기기사용법/조작법
교육

• 실제 실물을 보거나
직접 조작함

• 비용 과다
② 시범

•개인 연구시간을
충분히 줄 것

•적극적인 토론
촉진

상황분석력이나 문
제해결 능력을 높
일 경우

• 판단기준 내면화 가능
• 행동으로 전이 용이
• 편협한 사고→유연
• 사례개발에 시간, 

노력소모

⑤ 사례
연구행동

변용
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주제에 대해 무관
심한 참여자의 적
극적인 참여 촉진

해결방법이나 아이
디어 개발 시 문제
의식, 문제 공유를
위해서

• 흥미 끄는 정도 강력
• 토의 중 경험, 정보

교류
• 동료의식 좋아짐
• 정보량이 적음

③ 토의법

태도
변용

• 시청각 교재 활용
• 중요한 키 포인트

에 질문방법 사용

기본지식, 공통개념
소개

• 단시간 내 다수에게
대량의 정보 제공

• 교육효과 저조
• 강사자질에 좌우

① 강의

지식/
기법
습득

유의 사항활용 방법특성교육 방법목적

◐ 일반적 교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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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전략의 개념

How to
teach

•••

What to teach
•••

교육 내용

교수 전략

What can do
•••

수행

• 배당된 시간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인가?시간
factor 

10

• 선택된 기법들과 연계된 비용들이 현실적인가? 
• 기법 활용에 필요한 공간, 장비, 재료들은 이용 가능한가?자원

factor 
9

• 학습자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과 정보 처리 방법을 고려한 다
양한 학습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다양성

factor 
8

• 현실적으로 기법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활용된 기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은? 

기법
특성

factor 
7

• 내용이 추상적인가 아니면 구체적인가?
• 자료의 복잡도와 포괄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내용

factor 
6

• 기법이 학습전이 과정을 촉진시키는가?
• 학습이 적용될 상황을 자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학습
전이

factor 
5

•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가 교수기법의 유용성과 적절성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가?

• 학습상황이 선택된 기법의 사용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상황

factor 
4

• 학습자의 수
• 학습자의 특성
•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
• 교수기법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
• 기법들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

학습자
factor 

3

• 교수자가 기법을 활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편안하게 활용
하는가?교수자

factor 
2

• 목표의 초점이 새로운 지식의 습득, 인지 기술의 신장, 정의적
기술의 발달, 문제해결/탐색 능력의 강화, 태도/가치/감정/신념
의 변화 중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학습
목표

factor 
1

◐ 교수 전략 결정

• 선정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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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전략의 유형

연역적 접근
(Expositive Strategy)

귀납적 접근
(Experiential Strategy)

• 사격, 수영, 골프 등을 가르칠 때
• 자동차 정비, 운전을 가르칠 때
• 빨리 습득해서 현업에 적용하도록 할 때

• 게임 / 시뮬레이션
• 이전에 없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 때
• 스스로 깨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개념·Rule 제시

사례 제시 or 시범
(Demonstration)

실습 (Practice)

종합 정리 (Review)

체험·실습

논의·토론 (Review)

개념·원리 추출

사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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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LHMMMHHM
H for  
POJ

T
MH for 

언어
효과성

MMMMMMLLHMLLL관리비용

LMMMMHMHHHMMM개발비용

비용

HHHHHHHHHMHLL훈련의 전이

HHHHHHHHHMHML관찰과
상호작용

HMMHMHMHHMHLL피드백

HHLMMMMHHMHMM유의미성

MHMHMMMHHHHLL실습

HHMHMHMHHHHLM명확한 목적

학습 환경

NNNYNNNYYNYYN심동적 스킬

YYYNYNNNNNNYY태도

YYYYYYYYNYYNY인지 전략

NYNNNYYYYYNNY지적 스킬

NNNNNYYNYYYYY언어 정보

학습 결과

액션
러닝

팀
훈련

어드
벤처
러닝

행동
모델
링

역할
놀이

비즈
니스
게임

사례
연구

시뮬
레이
션

도제
자기
주도
학습

OJT비디
오

강의

그룹 빌딩실 경험(Hands-on)프리젠
테이션

구분

• 교수 전략의 유형(예) 

*Y: YES N:NO 
* L (LOW), M(MEDIAM), H(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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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수설계의 절차

1. 최종 목표의 기술

2. 세부 목표의 기술

3. 평가 전략의 수립

4. 전체 과정의 단원 설계

5. 단원의 과목별 설계

7. 교육 자료 명세서 작성

6. 과목내 교수 전략, 
세부 활동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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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수설계의 실제

1. 최종 목표의 기술
2. 세부 목표의 기술
3. 평가전략 수립
4. 전체 과정의 단원별 설계
5. 단원의 과목별 설계
6. 과목내 교수전략, 세부 활동 설계
7. 교육자료 명세서 작성

실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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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해야 할 최종 목표(Terminal Objective)를 설계하기 위함이다.

1) 기술할 책무, 과업, 지식, 스킬, 태도를 기술한다.

(1) 직무분석에서 구분된 책무를 각각의 양식에 기입한다. 
(2) 해당 직무에 속하는 과정 중 과업분석타당화 정개발양식에서 선택된 과업을

나열한다.
(3) 지식, Skill, 태도: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태도를 기술한다.
(4) 수행 수준란에는 기대하는 수행의 수준이 지식 이해, 적용, 운동 기술, 분석, 

종합, 태도 등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한다.

1. 최종 목표의 기술

#2-1. 최종 목표 기술양식

최종 목표 1:

2. 최종 목표의 기술

최종 목표 2: 

수행 수준지식/기술/태도과업

1. 과업, 지식/기술/태도, 수행 단위의 기술

책무명 : 

◐ 목적

◐ 방법

2) 최종목표를 기술한다.

위의 과업을 포함할 수 있는 책무 수준에서 수행 조건 + 성공적 수행기준 + 행동
동사를 연결하여 문장으로 최종 목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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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넌트를
설치한다.

과업

• 지식 이해
• 분석
• 운동 기술
• 적용
• 태도

• 제품에 대해 안다.
• 고객의 요구를 분석한다.
• 컴포넌트를 조립한다.
• 컴포넌트를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 고객의 관심 사항을 귀 기울여 듣는
다. 

수행 단위지식, 스킬, 태도

• A (Action to be performed = 행동동사):
수행되어야 될 행동을 다음 참고표의 행동동사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 C (Conditions under which the performance is to occur = 수행 조건):
수행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기술한다. 

• S (Standards of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erformance = 수행 기준):
성공적인 수행수준의 측정 가능한 정도를 기술한다.

☞ 예시 : Mager식의 목표 기술

제품의 설치 매뉴얼을 가지고(조건), 제품을 고객이 10% 이상 고장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 조립한다.(행동동사)

[수행목표작성 예시]

[목표기술을 위한 행동동사의 활용 ]

- 정렬하다 - 결합하다 - 구성하다
- 논의하다 - 공식화하다 - 일반화하다
- 설정하다 - 요약하다 - 쓰다
- 조직하다 - 모으다 - 관련시키다
- 표시하다

수준4. 종합
분석된 요소들을 새로운 구조나
조직으로 종합한다.

- 분석하다 - 분류하다 - 비교하다
- 구분하다 - 구별하다 - 시험하다
- 대조하다 - 비평하다 - 분리하다
- 표시하다

수준 3. 분석
자료를 기본적 단위로 분석하거나
분해한다. 

- 택하다 - 계산하다 - 조립하다
- 작용하다 - 수행하다 - 예견하다
- 각색하다 - 해석하다 - 활용하다
- 실증하다

수준 2. 적용
상황을 구체화 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한다. 

수준 1. 지식/ 이해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한다.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수준

- 분류하다 - 정의하다 - 예를 들다
- 설명하다 - 파악하다 - 연결하다
- 인식하다 - 환언하다 - 열거하다
- 명명하다 - 선정하다 - 진술하다

기대하는 학습자 행동 기술

1. 인지적(Cognitive) 목표기술을 위한 행동동사

지식, 스킬, 태도 작성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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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5. 운동기술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수준

- 조정하다 - 배열하다 - 조립하다
- 옮기다 - 대체하다 - 표현하다
- 수행하다 - 균형 잡다 - 형성하다
- 계획하다 - 말하다 - 움직이다
- 연결하다 - 작동하다 - 자세를 취하다
- 제시하다 - 산출하다
- 몸짓으로 표현하다

학습자 행동 기술

2. 운동기술(Psychomotor)의 목표기술을 위한 행동동사

- 수행하다 - 교환하다 - 개발하다
- 개정하다 - 행하다 - 실현하다. 

수준 4. 특성화
특정의 가치, 신념과 일치되는
행동을 그 가치와 신념을 개인의
특성으로 삼는다. 

- 연합하다 - 결심하다 - 형성하다
- 찾다 - 관련지우다
- 판단하다 - 선정하다

수준 3. 조직화
타인의 가치를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거나 입장을 취하거나 옹호
한다.

- 수행하다 - 가정하다 - 취하다
- 나타내다 - 참여하다 - 영향을 미치다
- 결정하다 - 증가하다

수준 2. 가치화
견해를 피력하거나 진행한다. 

수준 1. 수용과 반응
사태나 활동에 대해 관심 기울이거
나 경험하고 반응한다.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수준

- 답하다 - 주의하다 - 깨닫다
- 선호하다 - 수용하다 - 기록하다
- 민감하다 - 경청하다 - 반응하다
- 완성하다

학습자 행동 기술

3. 정의적(Affective) 목표기술을 위한 행동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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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목표 기술

• 신체 운동• 보고서 작성요령(스킬)• 재해를 보고한다.

• 지식 이해

• 지식 이해

• 신체 운동

• 신체 운동

• 응급조치기관확인 (지식)

• 현장보안조치 (지식)

• 응급조치요령 (스킬)

• 응급조치관련 장비사용

(스킬)

• 현장 응급조치를 한다.

최종 목표 기술 예시

최종 목표 1: 재해 발생시 현장에서 조직 구성원, 안전 관리자, 소장의 역할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수행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2. 최종 목표의 기술

• 지식 이해

• 지식 이해

• 안전관련법규 (지식)

• 보상관련법규 (지식)
• 안전자료를 준비한다.

수행 수준지식/기술/태도과업

1. 과업, 지식/기술/태도, 수행 단위의 기술

책무명: 재해 처리

• 지식 이해• 자료 유지 및 관리(스킬)

• 보상 관련 조정(스킬)
• 보상금을 지급한다.

• 지식 이해• 요양신청절차의 이해(지식)
• 관련기관에 요양을

신청한다.

최종 목표 기술 예시

최종 목표 1 : 재해 처리시 산업재해 보상법을 이해하고 산업재해 보상법 적용 기준을

찾을 수 있다.  

2. 최종 목표의 기술

• 지식 이해 적용
• 산업재해보험보상법규(지식)

• 협상 및 설득 (스킬)

• 유족과의 협의를

실시한다.

수행 수준지식/기술/태도과업

1. 과업, 지식/기술/태도, 수행단위의 기술

책무명: 합의 및 보상

요구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책무 (Duty)인 재해 처리와 합의 및 보상에 대해서 관련된
과업 지식/기술/도구 등을 열거하고, 이를 기초로 책무별로 최종 목표를 기술한다.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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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책무별로 설계된 각각의 최종 목표에 대하여 Mager의 방식에 의해 세부 목표, 
하위 목표를 기술한다(기술방법은 최종 목표 기술방법과 동일).     
기술된 문장 뒤에는 Merrill의 내용 x 수행 매트릭스로 괄호 속에 기록한다.

2. 세부 목표의 기술

◐ 목적

각 책무에서 설계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목표의 각각의 세부 목
표에 대한 하위 목표를 설계하기 위함이다.

◐ 방법

(1)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기간)·성공적인 수행에 영향 정도
(2) 직무수행에 있어서 환경/ 제약요건/ 지원 등
(3) 요구되는 과정개발능력 및 자원의 가용성
(4)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정도와 선택의 여부
(5)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개인, 그룹, 발견 등)
(6) 요구하는 현장감이나 시뮬레이션의 정도
(7) 내용의 복잡성과 안정성

#2-2. 세부 목표 기술 양식

1-2

2-12.0

2. 단원 설계시 전제되어야 할 사항

내용/수행 수준

1-1

세부 목표

1.0

최종 목표

1. 각각의 최종 목표에 대해 세부 목표를 만들고(필요하면 세부 목표의 하부 목표인
하위 목표도 만든다), 최종 목표와 세부 목표(필요시 하위 목표도)간의 관계를
위계화한다. 괄호 속에서 Merrill의 내용/수행 매트릭스에서 사실, 개념, 절차, 
원리/기억, 활용, 발견 중에서 그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을 기록한다.  

2) 단원 설계시의 전제사항을 기술한다.
단원 설계시의 전제 사항은 과정개발 직무분석시의 초기 수준과제를 참고하여 단
원 설계에 전제된 사항들을 기재한다. 전제 사항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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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① 사실: 임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보의 조각이다. 
② 개념: 특정한 성격을 공유하면서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사물, 사건, 기호들의

집합을 말한다. 
③ 절차: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순서화한 것이다. 
④ 원리: 어떤 현상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 해설하는 것과 향후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
① 기억: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재생 또는 재현시키기 위해 기억된 것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② 활용: 추상적인 것을 특정 사례에 적용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③ 발견: 새로운 추상성을 도출해 내거나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
견

활
용

기
억

사실 개념 절차 원리

내용의 형태

수
행
의

수
준

◐ Merrill의 수행 매트릭스

각 책무에서 설계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목표의 각각의 하위 목
표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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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표 기술

각 책무에서 도출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목표를 기술한다. 

개념 X 활용• 산업 재해 보상 적용 기준을 이해하고 재해
자에 따른 재해 처리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개념 X 기억• 재해 처리시 산업재해 보상법을 이해하고
산업재해 보상법 적용 기준을 찾을 수 있다.

• 재해 처리시 산업 재해
보상법을 이해하고 산업
재해 보상법 적용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세부 목표 기술 예시

절차 X 기억• 재해 처리 7 단계를 이해하고 안전 관리자
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개념 X 활용• 재해 발생시 사고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에
맞는 적용 기준을 찾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실습• 재해 처리 과정별 안전 관리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아본다.

• 재해 발생시 프로세스에
따른 안전 관리자의 역할
과 재해 발생 형태별
적용 기준에 따라 실습할
수 있다.

-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사고 다발 시기인
하절기 전에 개발을 완료하도록 한다.

-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재해 처리과정에 대한 사전 절차서가 반드시 준비되
어야 한다.

- 내부 전문가와 법률 부분에서의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 교육 내용의 수행 수준을 볼 때,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
나야 한다.

- 학습자의 대부분이 현장 근무자이므로 가급적 활동성을 높도록 한다.
- 비교적 단순하지만 법률적 처리 부문은 다소 복잡하다. 

2. 단원 설계시 전제할 사항

개념 X 기억

내용/
수행 수준

• 재해 발생시 산업 안전법 및 규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세부 목표

• 재해 발생시 현장에서
조직 구성원, 안전 관리
자, 소장의 역할을 이해
하고, 구체적인 수행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최종 목표

1. 각각의 최종 목표에 대해 세부 목표를 만들고(필요하면 세부 목표의 하부 목표인
하위 목표(sub-enabling objective도 만들고), 최종 목표와 세부 목표(필요시 하위
목표도) 사이의 관계를 위계화한다. 괄호 속에서 Merrill 의 내용/수행 매트릭스에
서 사실, 개념, 절차, 원리/기억, 활용, 발견 중에서 그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을
기록한다.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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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 개발양식 #2-1 에서 기술된 각각의 최종 목표를 각각의 양식지에 작성한다.

2) 핵심 평가 영역에 기술된 최종 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평가내용
과 평가 상황을 상세히 기술한다.

3) 평가 방법개요를 평가 기준별로 자료의 수집 방법/시기/장소로 나누어 작성한다.

(1) 평가 자료에는 평가에 활용될 근거 자료를 기입한다. 
(예: 설문지 결과, 필기 시험 점수, 실습 점수, 불량률 데이터, 생산성 지표 등)

(2) 자료의 수집 방법에는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기입한다.
(예: 설문, 시험, 구두 질문, 실습, 관찰, 자료 검토 등)

(3) 수집 시기에는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시점을 기입한다.
(예: 학습 중, 단원 종료 후, 과정 종료 후, 현장 복귀 후 ○○ 개월 등)

(4) 수집 장소에는 평가 자료를 수집할 장소를 기입한다.
(예: 강의실, 실습실, 현장 등)

3.  평가 전략 수립

◐ 목적

개발된 최종 목표들에 대한 일관된 평가 전략 즉, 목표에서 명시된 지식, 스킬, 태도의
습득 여부에 대한 평가 문항과 평가 문항이 포함된 CRT(Criterion Referenced Test)를
설계한다. 

◐ 방법

#2-3. 평가 전략 수립 양식

Level Ⅳ(성과)

Level Ⅲ(적용)

LevelⅡ(학습)

수집 장소수집 시기수집 방법평가 자료

LevelⅠ(반응)

평가 기준3. 평가방법

개요

2)

1)2. 핵심

평가영역

1.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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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전략 기술

도출된 최종 목표별로 평가 전략을 수립해서 목표에서 명시된 지식, 스킬, 태도의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1) 산안법, 재해처리프로세스, 적용 기준: 지식 평가 실시

2) 역할 설문: 학습평가로서 서술 형식의 평가

3) 전체적인 과정 만족도

2. 핵심

평가

영역

평가 전략 수립 예시

보고서6개월 후회사 서류Level Ⅳ(성과)

현장3개월 후관찰, 인터뷰현업 적용서Level Ⅲ(적용)

수업 종료 후시험필기Level Ⅱ(습득)

강의실

수집 장소

수업 종료 후

수집 시기

설문

수집 방법

설문 조사

평가 자료

Level Ⅰ(반응)

평가 기준3. 평가

방법

개요

재해 발생시 현장에서 조직구성원, 안전관리자, 소장의 역할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수행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1. 최종

목표

1) 산재보상법, 재해처리 기준: 지식 평가 실시

2) 재해보상처리: 학습 평가로서 서술 형식의 평가

3) 전체적인 과정 만족도

2. 핵심

평가

영역

평가전략 수립 예시

보고서6개월 후회사 서류재해 처리 기간Level Ⅳ(성과)

Level Ⅲ(적용)

수업 종료 후시험필기Level Ⅱ(습득)

강의실

수집 장소

수업 종료 후

수집 시기

설문

수집 방법

설문 조사

평가 자료

Level Ⅰ(반응)

평가 기준3. 평가

방법

개요

재해 처리시 산업재해보상법을 이해하고 산업재해보상법 적용기준을 찾을
수 있다.

1. 최종

목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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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단원, 과목 및 과목내 세부 활동의 정의]
- 과정(course): 집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체계내 한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
- 단원(unit): 과정내 1~2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할 3~5시간 정도의 학습 단위
- 과목(lesson): 단위내의 1~2개의 세부 목표를 달성할 1시간 내외의 학습 단위
- 활동(activity): 하나의 과목을 형성하는 각각의 독립된 학습 사태

1) 과정명: 과정명을 명시한다.
2) 과정 목적: 기술된 과정 목적을 기술한다.
3) 단원별 설계 내용: 단원명, 단원 목표, 수행 수준, 단원 내용, 교육 방법,  예상 학습

시간을 기록한다.

4. 전체 과정의 단원별 설계

◐ 목적

하나의 과정을 여러 개의 단원으로 세분화해서 단원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의
과정(course)은 세분화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 방법

#2-4. 전체 과정의 단원별 설계 양식

#4

#3

#2

예상 학습시간교육 방법단원 내용
수행 수준

(내용X수행)
단원 목표

#1

단원명
3. 단원별

목표

체계

2. 과정

목적

1. 과정명

단원의 목표와 내용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교육 방법을 기술
한다.

교육

방법

과정의 최종 목표와 단원 목표를 고려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기술한다.

단원

내용

단원 목표와 내용을 고려해서 예상되는 학습 시간 기입(전체교육시간고려)한다.학습

시간

단원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수행 수준을 기술한다.  
Merrill의 내용(사실, 개념, 절차, 원리)과 수행(기억, 활용, 발견)의 범위에서 어
디에 속하는지를 기술한다(과정개발 양식 15번을 참조).

수행

수준

단원 목표는 #2-1에서 기술된 최종 목표(terminal objective)중에 해당 단원에 포
함되는 최종 목표를 기술한다.

단원

목표

전체 과정을 세분화 하여 3~5개의 단원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단원은 각각의 책무(duty)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각각의 책
무를 학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학습의 난이도/중요도/학습의 깊이에 따라
하나의 책무가 2개 이상의 단원이 될 수 있고 2개 이상의 책무가 하나의 단원이
될 수도 있음)

단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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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설계

재해처리과정 전체에 대해 단원별로 정리한다. 

전체 과정의 단원별 설계

1.5
시간

실습- 재해 유형개념X발견재해발생시 사
고 유형을 확인
하고, 
유형에 맞는 적
용 기준을 찾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3
재해처리

현장

응용실습

1.5
시간

강의

실습

- 산업재해
보상법보험
법의 이해

- 산재보상
의 이해

사실X기억재해처리 7단계
과정을 이해하
고 안전관리자
의 역할을 설명
할 수 있다.

#2
산재보상

실무이해

3 시간

예상

학습

시간

강의

강의

강의/
실습

교육

방법

- 산압법 및
관련 규정

의 이해

-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자
의 역할

- 재해발생
적용 기준
및 응용

단원 내용

사실X
기억 개념X
기억

수행 수준(내
용X수행)

재해발생시 산
업안전법 및 규
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단원 목표

#1
효과적

재해처리

방안

단원명

3. 단원별

목표

체계

사내 안전사고의 재해관리 및 발생시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에 대한

지식과 재해처리절차를 학습하게 함으로서 조직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10 % 이상 줄일 수 수 있도록 한다.

2. 과정

목적

재해처리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1. 
과정명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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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원의 과목별 설계

◐ 목적

하나의 단원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세분화해서 과목을 설계한다. 각각의 과목은 통상
각각의 과업(task)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각각의 과업을 학습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이나, 학습의 난이도, 중요도, 학습의 깊이에 따라 하나의 과업이 2개 이상
의 과목이 될 수도 있고, 2개 이상의 과업이 하나의 과목이 될 수도 있다.

◐ 방법

1) 단원명 및단원 목표: 단원에서 기술된 내용을 기술한다.
2) 과목명: 단원을 세분화하여 2-4개의 과목으로 구분한다.
3) 과목별 목표 체계: 과목명, 단원 목표, 수행 수준, 단원 내용, 교육 방법, 예상 학습

시간을 기록한다.
단원을 세분화해서 2~4개의 과목으로 구분한다.과목명

과목 목표는 기술된 세부 목표(enabling objective)중에 해당 과목에 포함되는

가능 목표를 기술한다.
과목

목표

과목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학습 시간을 기입한다(이 경우 단원의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작성).

학습

시간

과목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활용될 주요 보조 자료(매체포함)를
나열한다(sheet, video, OHP, computer, slid 등)

보조

자료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교육 방법을 기술
한다.

교육

방법

단원 목표와 과목 목표를 고려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스킬, 
태도를 기술한다.

과목

내용

과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수행 수준을 기술한다. Merrill의 내용(사실, 
개념, 절차, 원리) X 수행(기억, 활용, 발견)의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기술한다.

수행

수준

#2-5. 단원의 과목별 설계 양식

예상

학습

시간

#4

#3

#2

교육

보조

자료

교육

방법

과목

내용

수행

수준

과목

목표

#1

과목명

3. 과목별

목표

체계

2. 단원

목표

1. 단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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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설계

각 단원에 있는 세부 과목별로 설계한다. 

단원의 과목별 설계

1
시간

1
시간

1
시간

시간

PPT

사례

강의

실습

- 재해유형별

적용 사례

- 재해유형별

사례 실습

개념
X 

활용

• 재해발생시 사고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에 맞는 적용
기준을 찾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3
재해발생

형태별

적용기준

/응용

PPT

PPT

사례

강의

강의

실습

- 재해의 유형

- 재해처리

프로세스

- 단계별

안전관리자

의 역할

절차
X 

기억

• 재해처리 7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하
고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재해발생시
안전

관리자의

역할

PPT

PPT

VTR

PPT

교육보
조자료

강의

강의

강의

토의

교육

방법

- 산안법 개요

- 재해처리의

필요성

- 재해처리의

중요성

- 역할의 정의

과목

내용

개념
X 

기억

수행

수준

•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법 및
규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과목

목표

#1
산안법 및

관련 규정

이해

과목명
3.
과목별

목표

체계

재해발생시 효과적으로 재해를 처리 할 수 있다.
2. 단원

목표

효과적 재해처리 방안
1.
단원명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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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설계

각 단원에 있는 세부 과목별로 설계한다. 

단원의 과목별 설계

1시간

0.5
시간

시간

PPT

사례

강의

강의

- 산재 적용 및

재해 건수

산정 기준

- 재해자에

따른 재해

처리 기준

개념
X 

활용

• 산재적용기준을
이해하고 재해자에
따른 재해처리
기준을 이해한다.

#2
산재

보상의

이해

PPT

PPT

교육

보조

자료

강의

실습

교육

방법

- 산재보상

보험법

- 산재선정절차

과목

내용

개념
X 

기억

수행

수준

• 재해 발생시 관련
법규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과목 목표

#1
산재

보상법의

이해

과목명

3.
과목별

목표

체계

재해처리 실무에서의 산재법을 이해하고 잔재적용 기준을 찾을 수 있다.
2. 단원

목표

재해처리 실습/이해
1.
단원명

단원의 과목별 설계

1.5
시간

시간

VTR

교육

보조

자료

실습

교육

방법

실습 상황 및

실습

과목 내용수행 수준

• 재해발생시 사고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에 맞는 적용
기준을 찾아 현장
에 적용하는 것을
실습한다. 

과목 목표

#1
재해처리

현장 응용

실습

과목명

3.
과목별
목표

체계

재해발생에 따른 재해처리 기준을 종합 실습한다.
2. 단원
목표

재해처리 현장 응용실습
1.
단원명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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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사태규정: 기술된 과목 내용을 토대로 각 과목에 대한 교수 사태를 다음의

참고표를 활용하여 기술한다. 

6. 과목내 교수 전략, 세부 활동 설계

◐ 목적

세분화된 각각의 과목에 대한 교수 사태를 규정하고, 과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기 위한
교수 전략을 수립하며, 또한 과목내 세부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설계 단계의 총 정리
된 output을 산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각 과목
별로 작성되어야 된다.

◐ 방법

과목명

#2-6. 과목 내 교수 전략, 세부 활동 설계 양식

1. 교수 사태

소요

시간

마무리

전개

평가

항목

동기적

특성

상호

작용

주요

매체

교수

방법

학습

요점

#1

활동

번호

3. 과목 내

세부 활동

설계

도입2. 과목 내

교수 전략

2) 과목내 교수 전략: 교수 전략은 특정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내용의 계획으로
보통 과목내 학습 내용을 도입, 전개, 마무리로 나누어 계획한다. 

(1) 도입: 과목 내용의 출발점으로 선수 학습된 정보의 remind와 새로 학습할 내용의
개관을 제시한다.   

(2) 전개: 위의 교수 사태 규정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교수 내용의 각 항목을 결합하거나
분리하고 순서화한다. 

(3) 마무리: 학습한 내용을 분명히 하고 과목 목표의 달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3) 과목내 세부 활동 설계: 과목을 세부 활동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 활동에 대한 교수 방법, 
전달 매체, 상호 작용, 동기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 과목내 세부 활동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다(참고표 참조).
예시) 개관(개요)에서 세부내용으로, 세부내용에서 요약으로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등
(2) 학습 내용(학습 요점): 핵심적인 학습 요점을 찾아 과목내 세부 활동의 목표와

내용을 관련시켜 기술한다.
(3) 교수 방법: 학습 내용을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참고표의 기준과 교수 방법을 선택하여 기술한다.
(4) 주요 매체: 학습 내용(학습 요점)과 교수 방법을 고려하여 사용될 전달 매체를

기술한다.
☞ 참고: 시트, 사례, 체크리스트, 양식, 플립 차트, OHP, 슬라이드 등

(5) 상호 작용: 학습자의 교수 자료, 다른 학습자, 교수자, 촉진자 등의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을 기술한다. 

(6) 동기적 특성: 각각의 과목내 세부 활동과 관련된 동기적 특성(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중에서 과목별로 관련되는 동기 특성을 기재한다.

(7) 평가항목: 과목내 세부 활동 중 평가할 항목을 나열한다.
(8) 소요시간: 활동의 예상 소요시간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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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위의 교수 사태 규정에서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교수 내용 각 항목을 결합하거나 분리하
고 순서화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기술한다. 

전개

새로운 과제와 관련된 선수 학습사항을 학습자에게 상기시킨다.
☞ 예시: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짧은 순간에 호감

을 준 때의 인상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기 전 당신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였습니까? 복장은 어떠했습니까? 기분은 어떠
했습니까? 상대의 복장은 어떠했습니까? 내용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선수 지식/ 
기술/ 태도
의 remind

기대되는 학습 결과를 이야기 한다.
☞ 예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최초의 40초 동안 고객에게 긍정적인 인상

을 심어주는 방법을 전원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학습할 것입니다.

학습 목표
의 제시

동기를 유발하고 직무와의 관련시켜 관심을 끈다.
☞ 예시: 성공적인 판매의 가능성은 여러분이 고객과 대면하는 최초의

40초 동안 결정된다.

동기 부여
와 관련성

학습 내용을 요약한다.
☞ 예시: 여러분 각자는 성공적인 최초 40초의 만남의 원칙과 이를 각자

실습하고 피드백을 받은 결과를…

학습 내용

요약

학습한 내용을 분명히 하고, 과목 목표의 달성을 최종 평가하여 주로 다음의 항목들을 포
함하여 기술한다. 

마무리

상호 작용적인 안내된 학습을 제시한다.
☞ 예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비디오로 최초 40초간에 성공적인 만남과

비성공적인 만남의 결과를 제시할 것 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조금 전에 제시한 4대 요소들을 활용하여 성공 요인과
비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기술하는 것입니다.

학습 제시

새로 학습할 지식/ 기술/ 태도의 개요를 설명한다.
☞ 예시: 전문가에 따르면, 성공적인 최초 40초의 만남을 위해서는 네 가지

의 주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학습할 지
식/기술/태
도/개요 설
명

과목 목표의 달성 여부를 최종 평가한다.
☞ 예시: 이 과목의 마지막 과제는 이 사례의 상황 속에서 고객에게 긍정적

인상을 주도록 실습하는 것입니다

과목 목표

달성 여부

평가

학습의 어려움을 진단한다.
☞ 예시: 다음은 여러분이 실습한 평가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잘된 점과

개선 영역을 구체적 제안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단

과목 내용의 출발점으로 선수 학습된 정보의 remind와 새로 학습할 내용의 개관이 제시되
며,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기술한다.

도입

• 과목내 교수전략 수립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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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방법

• 토론
• 소집단활동
• 발견적

문제해결
• 발견 안내
• 연역적추론
• 실습

분석

• 실습
• 시뮬레이션
• 토론
• 역할 연기
• 사례 연구
• 모델링
• 게임

적용

• 훈련
• 제시
• 설명
• 연합
• 기억
• 유추
• 알고리즘

지식/이해

• 집단 활동
• 모델링
• 시뮬레이션
• Fish-bowl
• 인터뷰

태도

• 설명
• 실습
• 제시

운동 기술

• 브레인 스토밍
• 리더없는 집단
• 코칭
• 귀납적 추론
• 질문
• 문제해결

종합

• 학습자 전체와 교수자

• 학습자 특정 그룹과 교수자

• 학습자 특정 개인과 교수자

• 학습자 전체와 촉진자

• 학습자 특정 그룹과 촉진자

• 학습자 특정 개인과 촉진자

• 학습자 성원 상호간

• 학습자 전체와 학습자 특정그룹

• 학습자 전체와 학습자 특정 개인

• 학습자 특정 그룹 상호간

• 학습자 특정 개인 상호간

교수-학습 상호작용의 유형

• 개관(개요)에서 세부 내용으로, 세부 내용에서 요약으로

•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 현재의 학습 내용(선수학습내용)에서 새로 학습자가 학습할 영역으로

•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 구체적인 내용에서 추상적인 내용으로

• 관찰에서 추론으로

• 단락 학습에서 연속적인 학습으로

• 위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 처음부터 끝까지(순서적으로)

과목내 세부 활동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 과목내 세부 활동 순서 결정시 참고자료

• 수준별 여러가지 교수방법 유형

• 상호작용 유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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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영역

• 실제 문제 또는
주제를 만들어
준다.

• 아이디어를 기록
한다.

• 창의력을 발휘케
한다.

•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나 절차를
창안한다.

• 학습자는 반드시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 학습자가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실습한다.

• 새로운 문제 상황
을 제시한다.

• 주지된 원리를
선택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서를
제시한다.

• 학습자가 해결할
문제를 해결 가능
한 정도의 크기로
분해할 것을 요구
한다.

• 문제를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
한다.

• 학습자가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실습한다.

• (예)인 것과 아닌
것을 제시함으로써
속성을 예시한다.

• 학습자가 개념들을
분류하도록 한다.

• 학습자가 개념에
대한 특수 예들을
분류하여 일반화한
다.

•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다. 

• (예)인 것과 아닌
것을 제시함으로
써 속성을 예시한
다.

• 학습자가 자신의
말로 서술한다.

• 학습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개념을
구분한다. 

개념

• 절차내의 단계들을
진술한다. 

• 단계를 설명하고, 
학습자는 수행한다.

• 단계를 확장한다.
• 정차를 실례로
보여준다.

• 학습자가 하는 것
을 보면서 피드백
을 준다.

•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절차를
적용한다. 

• 절차의 단계를
정의한다.

• 절차의 실례를
보여준다.

• 학습자가 절차를
서술한다.

• 절차에 따라 실습
한다. 

절차

종합분석활용지식과 이해

• 다양한 예를 제공
한다.

• 구성 요소 개념에
대해 다양하고
풍부한 단서를
제공하여 구성
원리를 도출케
한다.

• 학습자가 피드백
으로 원리를 적용
한다.

• 일정 간격으로
원리를 여러 상황
에 적용한다. 

• 원리를 개념에
연결한다.

• 원리를 설명한다.
• 학습자는 자신의
말로 원리를 진술
한다.

• 피드백을 훈련한다.

원리

• 여러 개의 연상을
동시에 하게 한다.

• 즉답을 하게 하거
나 선수 학습을
활용한다.

• 학습자가 자신의
말로 기술하거나
피드백을 준다.

• 연습의 제공: 
즉,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회상
한다. 

사실

• 변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채널을 계속
유지한다. 

• 더 복잡한 스킬을 마스터하기 전에 개관과 부분 스
킬의 실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 모델링이 되는 사람에게 존중심을 확보하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감정 이입을 고무시킨다.

• 피드백을 받으며 실습을 계속한다. 

• 모델링이 되는 사람의 개인적 행동을 기술한다. • 스킬을 수행할 출발점의 상황을 보여준다. 
• 실행할 하위 단계를 설명한다. 

• 제시된 위치에서 이점을 진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

• 기초로써 선행 경험을 사용한다. 

운동기술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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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내 교수 전략

각각의 과목에 대한 교수 사태를 규정하고 과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기 위한

교수 전략을 수립하며, 과목내 세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단원명: #1 효과적인 재해처리방안

과목명: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의 이해

과목 내 교수 전략 & 세부 활동 설계

5자신감그룹PPT시험연습 문제8

3. 과목내

세부 활동

설계

15법령전체교재강의산안법6

5-자극전체PPT제시Quiz5

3-주의전체사례제시사례 제시2

5개요관련성전체강의학습 목표3

10-관련성그룹사례토론사례 토의4

10역할전체교재강의관리 역할7

2전체제시인사,

과정 안내

1

5

소요

시간/분

평가

항목

만족감

동기적

특성

상호

작용

주요

매체

질문

교수

방법

학습 요약

학습

요점

9

활동

번호

마무리

전개

도입

전략

구분

• learning point를 제시한다.

• 본 과목의 정리 및 다음 과목과의 연결 고리를 시사한다. 

9. 파지와 전이 촉진

• 연습 문제를 통한 평가를 한다. 8. 수행 평가

• 역할의 명백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7. 피드백 제공

• 산안법에서의 안전 관리자의 역할이 시사하는 점을 상기시킨다.6. 수행 유발

• 산안법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조직구성원, 안전관리자, 소장
의 각각의 역할 구분을 이해하고 특히 안전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5. 학습 안내

• 산안법에 대해서 아는지?   (질문 및 퀴즈형태)……… 답을 제
시하면서 함께 풀어가는 형식으로 한다. 

4. 자극 자료 제시

• 안전 관리자의 역할에서 성공 또는 실패 사례에 대한 논의를
한다(필요성, 중요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3. 선수 조건이 되는

학습의 회상 자극

• 재해처리과정의 학습 목표 및 lesson 1에서의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2. 학습자에게

목표 소개

• 재해처리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 실수로 회사의 이미지, 금전적
손실을 주었던 사례를 살펴본다(Best & Worst).

1. 주의 획득

1, 2  교수 사태 및 교수 전략학습 사태 구분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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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자료 명세서 작성

◐ 목적

◐ 방법

#2-7. 교육자료 명세서 양식

관련
과목 번호

교육 자료명
길이/
크기

취급법용도 사용 장소

교육방법이 선정되고 각 과목 활동이 설계된 후, 필요한 교육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명세화한다. 

1) 교육자료: 과정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교육용 자료를 기재한다.
☞ 여기에는 과정 시작 전에 학습자에게 배부할 자료부터 과정 중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될 자료와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follow-up할 자료까지 포함
하여 기재한다. 

2) 관련 과목번호: 이는 각각의 교육 자료가 어느 과목에서 사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입하는 것이다.  

3) 용도: 각각의 교육 자료의 용도를 간략히 기술한다. 

4) 취급법 : 취급법의 언급이 필요한 교육 자료는 간략히 기술한다. 

5) 길이 혹은 크기: 페이지수나 그림의 개수, video tape, video disk등의 가동시간을
기록한다.

6) 사용 장소: 교육 자료가 사용될 장소(강의실, 실험실, 컴퓨터실, 작업현장 등)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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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활용 양식

1. 최종 목표의 기술서
2. 세부 목표의 기술서
3. 평가 전략서
4. 전체 과정의 단원별 설계서
5. 단원의 과목별 설계서
6. 과목내 교수 전략, 세부 활동 설계서
7. 교육자료 명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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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목표의 기술서

#2-1. 최종 목표의 기술

최종 목표 1 :

2. 최종 목표의 기술

최종 목표 2: 

수행 수준지식/기술/태도과업

1. 과업, 지식/기술/태도, 수행 단위의 기술

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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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목표의 기술서

#2-2. 세부 목표의 기술

2. 단원 설계 시 전제할 사항

내용/수행 수준세부 목표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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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전략서

#2-3. 평가 전략

Level Ⅳ

(성과)

Level Ⅲ

(적용)

Level Ⅱ

(습득)

수집

장소

수집

시기

자료 수집

방법
평가 자료

Level Ⅰ

(반응)

평가 기준

3. 평가

방법

개요

2)

1)2. 핵심

평가

영역

1.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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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과정의 단원별 설계서

#2-4. 전체 과정의 단원별 설계

#4

#3

#2

예상

학습

시간

교육

방법

단원

내용

수행 수준

(내용X수행)
단원 목표

#1

단원명

3. 단원별

목표

체계

2. 과정

목적

1. 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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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원의 과목별 설계서

#2-5. 단원의 과목별 설계

예상

학습

시간

#4

#3

#2

교육

보조

자료

교육

방법

과목

내용

수행

수준

과목

목표

#1

과목명

3. 과목별

목표

체계

2. 단원

목표

1. 단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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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2-6. 과목 내 교수사태, 세부 활동 설계

#2

3. 과목내

세부

활동

설계

1. 교수 사태

소요

시간

마

무

리

전

개

평가

항목

동기적

특성

상호

작용

주요

매체

교수

방법

학습

요점

#1

활동

번호

도

입

2. 과목내

교수

전략

6. 과목내 교수 전략, 세부 활동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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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자료 명세서

#2-7. 교육 자료 명세서

관련
과목 번호

교육 자료명
길이/
크기

취급법용도 사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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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발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 매뉴얼

Part III. 

Ⅰ. 요구분석

Ⅱ. 교수설계

Ⅲ. 과정개발
Ⅳ. 교육운영

Ⅴ. 교육평가



Ⅰ. 과정개발의 원리

Ⅱ. 과정개발의 실제

목차

Ⅲ. 활용 양식

1. 과정개발의 의의

2. 교재 개발

3. 교보재 초안 개발

4. 교수전달매체

5. 교보재 개발

6. 교수매체의 선정과 개발

7. SME 활용

8. 강사 및 퍼실리테이터 선정을 위한 지침

9. 파일럿 실시

10. 과정개발 단계의 형성평가

11. 과정개발 단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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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세부 내용

Ⅰ. 과정개발의 원리

설계된 내용에 따라 교육 실시에 필요한 각종 교. 보재를 개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이해한다.

1. 과정개발의 의의

2. 교재 개발

3. 교보재 초안 개발

4. 교수전달매체

5. 교보재 개발

6. 교수매체의 선정과 개발

7. SME 활용

8. 강사 및 퍼실리테이터 선정을 위한 지침

9. 파일럿 실시

10. 과정개발 단계의 형성 평가

11. 과정개발 단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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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에 의해 과정개발 단계가 실행된다.

(1) 이 단계에서는 각 과목의 모범모형이 개발되어 소그룹(small-group)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평가 도구는 모범 모형의 실시/형성 평가 이전에 만들어져 모범모형 평가시

에 사용되어야 한다. 
(3) 각 과목의 모범 모형 형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설계의 수정이 이루어진

다음 나머지 과목이 모두 개발된다. 
(4) 전체 과정 및 단원 설계과정에서 완성된 설계자료를 토대로 평가도구를

비롯한 모든 교육 자료(보조자료, 매체포함)를 개발한다. 

2) 이 단계의 산출물은 제작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과정의 모든 자료들의 완성본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1) 단원 개발 계획서

(2) 과목 모범 모형

(3) 과목 모범 모형 평가 결과

(4) 교수 매뉴얼 완성본

(5) 학습자 교재 완성본

(6) 각 단원/ 과목의 평가 도구(과목내 평가 문항 포함)

1. 과정개발의 의의

◐ 과정개발단계의 의의

전체 과정과 단원 설계의 결과를 사용하여, 교수 매뉴얼, 학습자 교재를 비롯한 총괄
평가 도구와 교⋅보재(매체포함) 등을 제작 가능한 형태의 완성본으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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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재 개발

◐ 교재 디자인 원리

1) 판독성과 가독성

(1) 판독성은 글자의 모양을 보고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판독성이 떨어지면 정보전달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판독성에는
글자의 크기, 주변의 여백, 색깔 등이 영향을 미친다.

(2) 가독성은 문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고 이해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가독성은 글자의 꼴과 크기, 글줄의 길이, 글자의 간격, 글자체 등에 영향을
받는다. 

교재 제작은 인쇄 매체 제작원리를 활용하여야 한다.

2) 글자체

(1) 글자체는 세리프체(신명조, 궁서체, 바탕체처럼 글자의 획 끝부분에 첨가된
작은 요소가 있는 것)와 산세리프체(돋음,굴림,고딕, Helvatica 등 세리프를
가지지 않은 글자체)로 구분된다. 

(2) 세리프체는 길이가 길고 다소 작은 크기의 본문에 적절하다. 산세리프체는
시각적으로 주목을 요하는 제목 등의 큰 글자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글 줄길이와 줄 간격

(1) 줄 간격은 글줄과 글줄 사이의 공간으로 글줄의 길이와 함께 글을 읽는 문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2) 일반적으로 줄 간격은 사용하고 있는 본문 크기의 ½에서 1/1이 사용된다. 
고딕계열의 글자체는 줄 간격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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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자료의 구성

1) 제목

교수-학습 자료는 가능한 한 많은 제목을 활용하여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은 내용을 대표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목과 소제목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재의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을 쓰는 방법과 내용을 구조화 하는 것도 교재를 만드는데 중요하다.

2) 문장 및 단락

문장은 내용의 핵심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문장에 하나의 개념만을 담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면
능동태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개념 설명시 정의와 함께 유사하거나 혼동되기
쉬운 용어를 비교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나 축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텍스트와 영백의 적절한 배치를 의미하다. 충분한 여백을 제공해서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적절한
여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강조

문장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아이디어를 강조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1) Clear and readable
내용이 읽기 쉽고 전달력이 있어야 한다. 핵심 사항들은 강조해서 나타내고 요약, 
정리해줘야 한다. 

2) Relevant
학습자가 교재를 통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Accurate
최신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인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에 있
어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Interesting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하므로, 적합한 디자인, 색상과 예시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5) Practical
학습자는 교재를 활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있어야 하므로 좀 더 실용적이고, 활
용도 높은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 교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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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용 material이 lesson의 목적과 match되는가?
• 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교육용 material에서 error나 내용의 생략은 없었는가?
• reading 수준이 학습자에게 너무 높거나 낮지는 않는가?
• 교육용 material의 design에 문제는 없는가?
• 교육용 material이 적절히 sequencing 되었는가?
• 좀 더 많은 연습(practice)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1) 일대일 평가

(1) target audience를 선정하라. Lower, middle, upper level(skill. attitude. prior 
knowledge)을 대표하는 사람 1명씩 최소 3명을 선정한다.

(2) target audience에게 평가의 목적, 기대사항, 역할 등을 설명한다. 

(3) 교보재의 내용과 순서에 어떤 수정이 필요한지를 평가한다.

2) Small group test 실시

(1) 나이.성별.경험 등을 고려하여 8-20명 이하의 target audience를 선정하고, 
test을 실시한다.

(2) 학습자 반응, 소요시간 등을 기록하고 난 후, 학습자와 함께 모든 내용, 순서, 
교보재를 깊이 있게 토의하라.

(3)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유한다.

3. 교보재 초안 개발

◐ Training Materials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질문

◐ 교보재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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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사태의 범주

교수 사태는 보통 3개의 categories로 나누어지며, 학습시간과 학습량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전 교수 사태:  10%
- 교수 사태:           65%
- 사후 교수 사태:  25%

2) 교수 사태의 구분

(1) 사전 교수 사태(pre-instructional events):
사전 교수 사태란, lesson의 출발점을 결정짓는 사태로 선수 지식과 스킬이
도입되거나 단원의 overview가 제시된다.

① 학습자의 주의를 얻기 위한 것(동기부여나 현업과의 관련도)
② 기대되는 것(목표)
③ 새로운 task를 학습하기에 적절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material에

대한 remind

(2) 교수 사태 (Instructional events)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새로운 지식, 스킬, 태도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

① 새로운 지식, 스킬, 태도 제시

② 실습, 예시, Q &A, Application exercise 등에 대한 guide  
learning(상호작용)  제공

◐ 교수 사태(Instructional Events) - 강사용 매뉴얼 설계

(3) 사후 교수 사태 (Follow-through events)

사후 교수 사태란 학습 point의 요약이나 lesson 목표의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처음 평가에서 학습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학습자에 대한 처방까지도 포함된다. 

① 학습의 key-point 요약

② lesson의 학습 목표 최종 평가

③ 학습 난이도 진단과 처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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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Non-Project
매체

. 칠판

. Flip chart

. Magnetic board

. Plastic graph board

Project 매체

비 고

. OHP

. Slide

. Video

. Filmstrip

인쇄매체 . 도서

. 교재

. 보조 자료(Handout)

디지털 매체 . CBT
. Hypermedia
. Computer/Multimedia

원 거 리
통신매체

. 전화

. TV

. 음성 회의(Audio conference)

. 화상 회의(Video conference)

◐ 교수전달매체 유형

4. 교수전달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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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전달매체(Instructional Media) 체크리스트

15.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

14. 사실적인 이미지(컬러

/그래픽)를 보여준다.

13. 정확한 소리를 다시
재생한다.

16. 위험한 일의 시뮬레이

션 과정을 보여준다. 

17. 발견학습 환경을 제공
한다.

12. 자료의 크기를 축소/
확대할 수 있다.

비디오TO
칠판/

화이트
보드

인쇄물

(교재
유인물)

실물

또는

실물

모형

3. 강의가 끝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2. 강의실 외에도 매체를
가져갈 수 있다.

1. 실물을 보거나 만질 수
있다.

6. 비용이 저렴하다.

5. 자료를 쉽게 수정할 수
있다.

4. 여러 학습자들이 동시

에 반응할 수 있다.

9. 자료 준비하기가 편리
하다.

8. 밝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7. 30명 이상 집단에게도
적당하다.

표/

차트

사진

18. 문제해결 학습 상황을
제공한다.

11. 사용자가 속도와 경로

를 조정할 수 있다.

10. 자료의 순서를 쉽게
바꿀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

웨어

오디오
슬라

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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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모든 교보재가 세부 지침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요구되는 시간과 분량을
고려하여 교보재를 개발한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5. 교보재 개발

◐ 교보재 개발의 유의점

•사례연구 혹은 팀별 토의

☞

• 강사가 설명을 할 때

• TP자료를 제시할 때

• 참가자의 답변을 칠판에 정리할 때

• 교재의 내용을 설명할 때

• VCR자료를 보여줄 때

• Open Question

•자료배포

•Computer Simulation

•휴식시간

•배경음악을 줄때 (토의 시)

☞강의 외의 참고사항

◐강사 매뉴얼의 아이콘 사용

1) Layout: 구성 배열이 이해가 쉽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2) 차트화: 논리가 시각화되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일러스트화: 이미지 정보화를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그래프화: 수치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칼라화: 표현의 강약 조절을 통하여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TP의 시각화

1)  최종 제작물과 대량생산은 개발과정의 초기에 고려되어야 한다.
2) 사전에 검토팀과의 검토일정을 결정해두어야 한다. target audience의 의견을

검증할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3)  교수 프로그램이 두개 이상일 경우에는, 패키지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4)  교보재 제작물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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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 를 결정하기 위하여

(1) 이를 위해 기존에 어떤 물적, 인적 자원이 있는지 탐색하여야 한다. 
(2) 기존의 것을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획득 가능한 것이 없다면 교

재를 개발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한다. 

(1) 학습자들의 경험, 흥미 및 능력에 맞으면서도 그들이 학습한 것을 자신의 상
황에 적용시키는데 유용한 재료들을 선택한다. 

(2)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선택
한다. 

(3) 학습내용을 잘 설명하고 예시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4) 주제의 핵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5) 교수자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는 재료를 선택한다. 
(6)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다. 
(7)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8) 현재 가능한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고,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3) 교수매체 선정의 위한 지침

6. 교수매체의 선정과 개발

◐ Buying or Making

2) 교수매체 구입시 고려할 것

(1) 내용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2) 자료 사용에 대한 저작권(copyright) 제약은 어떤 것인가? 
(3) 동일한 자료의 추가적인 사용에 비용이 드는가? 
(4) 구입자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판

매자로부터 구입해야만 하는가? 
(5) 프로그램 갱신(updates)에 비용이 드는가, 갱신을 자체로 할 수 있는가, 아

니면 외부 판매자가 관여되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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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 SME 활용

(1) 보통 교수설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므로 반드시 샘플을 제시해서 일정
한 form을 유도한다. 

(2)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활용한다. 
(3) SME에게 일을 부탁한 경우는 낮은 강도에서 점차 높은 강도를 요구한다.
(4) 과제를 안하는 SME의 경우, 다른 SME가 작성한 샘플을 제시하여 서로간

의 경쟁심 유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5) 잘하는 SME에게서 좋은 샘플을 만들어서 다른 SME에게 제시한다. 
(6) 강의 경험이 없는 SME에게는 OHP부터 제작, 소제목 작성 후에 설명을 하

고, 받아 적어 내용을 확보한다. 

2) SME 동기부여
교수설계자의 중요한 자질은 SME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SME중에도
우수한 자와 부족한 자가 있는데, 부족하더라도 계속 동기 부여를 하고 부족한 내
용을 채워 넣을 수 있어야 한다.

3) 내부 SME를 활용하더라도 외부 SME의 검증을 거친다

1) Subject Matter Expert(주제문제 전문가)란 특정주제 혹은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과정 개발시 교수설계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
한 사람이다.

2) SME는
(1) Content Expert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2) Process Expert 
특정 분야의 문제해결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기초로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 SME의 의미

◐ SME와의 협력관계 유지

1) 무엇을 위해 SME meeting이 필요한가?(목적)
2) SME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3) SME의 선발 인원 규모는?
4) 개략적 SME meeting 운영 일정 계획은?(최종 만료일)
5) meeting 운영방법은?
6) meeting 결과의 기록 및 문서 보관 방법은?
7) meeting결과의 feed-back방법은?

◐ SME 미팅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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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고 효과적인 강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1)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

2) 교수 진행 역량(Competence in the processes of instruction) 

3) 참가자들의 배경과 경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Ability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background and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4) 학습자의 문제를 돌보는 신념(Belief that caring for learners matters)

5) 진실성(Credibility)

6) 열정과 헌신(Enthusiasm and commitment)

7) 개인의 유효성(Personal effectiveness)

8) 기업 지식(Enterprise knowledge)

9) 정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가르치는 능력

(Ability to teach from the heart and sprit, as well as the mind). 

◐ 강사 및 퍼실리테이터 선정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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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을 평가할지 규명한다.

(1) 교육과정의 설계와 학습자의 성과달성간의 관계규명
(2) 결과지향적인 직무산출물이 조직의 핵심전략과 연관되었는지 확인
(3) 특정한 교수전략에 대한 반응 확인
(4) 해당교육과정이 학습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

2) 파일럿 대상 그룹을 선정한다.

(1) 교육 대상 그룹의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집단
(2) 조직,직무,교육과정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집단
(3) 높은 동기를 갖고 있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 구성원들 집단
(4) 향후 참가자들에게 과정의 실행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스킬과 파워를 가

지고 있는 집단

3) 파일럿 테스트에서 도출된 주요 사항에 대해 반응하고 행동한다. 
실제 프로그램과 비슷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피드
백을 수렴하여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적용한다.  

4) 파일럿의 결과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특히, 

(1) 교육 대상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들에 대해 명확히 한다. 
(2) 프로그램의 내용전달에 있어 의미와 유용성에서의 차이를 규명한다. 
(3) 학습자들이 성취할 수 있는 역량의 수에 대한 기대가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 기대를 수정한다. 

5) 파일럿 테스트의 참가자를 보상한다. 

파일럿은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전 시범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완벽
하게 실행되기 이전에 프로그램의 설계, 실행방법, 학습자료, 매체 등에서 수정할
부분을 찾아내고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이다.

◐ 파일럿의 의미

◐ 파일럿의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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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계획에서 개발 과제별 책임소재, 예상 완료 시기, 예상 경비 등이 개발 과제
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고려되고 있는가? 

2) 개발자의 의도, 개발 상황, 프로젝트의 특성에 비추어, 핵심 개발과제가 빠짐없이
선정되었는가 ? 

3) 개발된 교재는 설계 단계에서 명시된 기준과 일치하고 있는가?
(학습 목표 의 반영 여부, 교육 내용에 대한 과정 개발자와 SME간의 합의 여부, 
교수 전략/학습자 활동/시간 배분/계열화의 적절성) 

4) 개발된 강사 매뉴얼은 교재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활용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5) 제작된 교수매체자료는 주어진 학습 목표 및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판명되었는가? 

6) 평가 도구는 설정된 수업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7) 개발된 교재, 강사 매뉴얼, 평가 도구 상의 표현 형태, 문법, 철자법상의 오류는 없
는가? 

과정 개발 단계에서의 형성 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체크한다. 

◐ 개발 단계에서의 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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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정개발 단계의 절차

1.  평가도구 개발

2.  과목 내 세부 활동 개발

3.  학습자 교재 개발

4.  형성 평가

5.  제작 및 제작물 평가

6.  Pilot course 평가

7.  실행준비

8.  총괄평가

9.  과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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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정개발의 실제

실행 단계
1. 평가도구 개발
2. 과목내 세부 활동 개발
3. 학습자 교재 개발
4. 형성평가
5. 제작 및 제작물 평가
6. Pilot course 평가
7. 실행 준비
8. 총괄평가
9. 과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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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vel Ⅰ(반응) 평가문항과 도구 개발
Level Ⅰ(반응)평가의 평가문항과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첨부한다. 이 경우 과정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4가지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개발한다. 

2) Level Ⅱ(이해도) 평가의 문항과 도구개발

(1) 과정 종료시의 Level Ⅱ평가 문항이 열거된 평가 도구를 완성하여
첨부한다.

(2) 각 단원(학습 전, 학습 중, 학습 직후)에 평가할 Level Ⅱ 평가문항이
열거된 평가도구를 완성하여 첨부한다. 

3) Level Ⅲ(적용) 평가의 항목과 도구 개발
Level Ⅱ(이해도) 평가의 문항과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첨부한다.

4) Level Ⅳ(사업성과) 평가의 평가항목 개발
사업성과에 연결될 수 있는 평가항목과 세부 평가계획을 개발하여 첨부한다. 

1. 평가도구 개발

◐ 목적

평가의 각 수준별(I, Ⅱ, Ⅲ, Ⅳ)별 평가문항과 평가도구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함
이다. 평가도구 개발에 대한 상세내용은 본 매뉴얼 5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 방법

#3-1. 평가도구 개발 양식

4. Level Ⅳ 평가의 세부 계획을 완성하여 첨부하라. 

3. Level Ⅲ 평가 문항을 열거하여 평가도구를 완성하여 첨부하라.

2-2. 각 단원(학습 전, 학습 중 또는 학습 직후)에 평가할 Level Ⅱ 평가 문항이 열거된 평가
도구를 단원별로 완성하여 첨부하라.

2-1. 수업 종료 시 평가할 Level Ⅱ 평가문항이 열거된 평가도구(예: 평가 시험지)를 완성하
여 첨부하라.

1. Level Ⅰ 평가의 문항이 열거된 평가도구(예: 설문지)로 완성하여 첨부하라.

☞ 상세한 내용은 교육평가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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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할 과목의 과목명과 과목 목표를 기입한다.
2) 과목의 학습내용의 개요를 기술한다. 
3) 과목내의 활동 개발

(1) 학습 요점: 과정개발에서의 학습요점을 기입한다. 
(2) 교수-학습 활동: 한 활동내의 교수-학습내용을 교수자와 학습자의 내용으

로 나누어서 과목내의 학습 활동을 기술한다. 
(3) 교수-학습 내용에 포함되는 교수(보조) 자료를 간략히 기입한다.

☞ 예시: 교수(보조)자료의 기입
OHP#1 관리란, Video #1 Passion for…, Slide 고객의…등

(4) 각 세부 활동별로 교수(보조) 자료와 교수-학습 내용을 전달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을 기입한다.

4) 과목 평가문항 개발
과정개발에서 설계되고 개발된 평가 문항을 해당 과목의 학습 전, 학습 중, 학습
후에 평가할 문항으로 완성시켜 구분하여 기입한다. 

2. 과목내 세부 활동 개발

◐ 목적

과목 내에 있는 각 활동들의 활동 내용을 세부적으로 개발하여 각 과목의 내용
을 개발한다. 단원내 세부 활동의 개발은 각 세부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창안
해 내는 단계이므로 과정개발의 전 프로세스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
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 방법

#3-2. 과목내 세부 활동 개발 양식

과목의

평가 문항

학습자교수자

소요 시간보조 자료

교수-학습 활동

학습 요점
과목내의

활동 개발

과목의

학습 내용

개요

과목

단원

명칭 목표 기술구분

개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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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기입시 고려 사항

• 학습자의 선수 학습 수준

• 학습자 집단의 환경적 특성

• 학습자의 동기 수준

• 학습자 활동의 형태

• 학습 환경

• 요청자와 학습자간의 상호 작용

의 특성

학습자

• 학습 요점의 특성(난이도, 전제사항 등)
• 필요한 단서와 실마리의 제공정도

• 예(Example)와 비예(Non-example)의 형태

와 범위 및 제시 순서

• 교수 자료상의 실질적 제한점

• 학습 내용의 일관성 및 적합성

• 수업 형태

• 학습 활동의 복잡성

교수자

◐ 참고표

☞ 주: 교수-학습 활동 개발시 주의 사항이 있으면 미리 예상하여 기입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특정한 과목 내 세부 활동이 가지고 있는 특성
• 매체의 특성 및 조작법
• 그 학습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나 질문의 대처 방법
• 자료의 제시 방법 및 제시 순서
• 교수-학습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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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 표지: 학습자용 교재의 표지는 조직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교재 구성: 단원과 단원, 과목과 과목을 구분한다. 
(1) 단원 구분 표지에는 상단에 단원명, 단원목표를 기술하고 하단에 관련

과목의 목차를 표기한다. 
(2) 과목 구분 표지에는 과목명, 과목 목표를 기술한다.

3) 내용 기술: 내용 기술은 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한다. 
(1) 단원: 과목이 속하는 단원명을 기입한다.
(2) 과목: 기술하려는 과목의 명칭을 기입한다.
(3) 강의 방법: 해당 과목의 주된 교육 방법을 기입한다.
(4) 소요 시간: 해당 과목의 전개에 소요될 시간을 기입한다.
(5) 활동: 과목 내 활동의 제목을 기입한다.
(6) 학습 내용: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구체적 내용을 기술한다. 

1) 단원 구분 표지

단원명:
단원 목표:
1.
과목2.
..

과목명:
과목 목표: 

학습 내용활동

단원명:                                                               
강의 방법:
과목:                                                               
소요 시간:

3. 학습자 교재 개발

◐ 목적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을 교재로 편성한다. 

◐ 방법

1. 교재 표지: 기관별 기준에 따라 제작

2. 교재 구성

2) 과목 구분 표지

3) 내용 기술

#3-3. 교재 개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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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성평가

◐ 목적

◐ 방법

각 단원별로 개발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와 제작의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1) 평가할 단원명을 기재한다.
2) 단원 개발내용의 형성 평가 결과를 기술한다. 

(1) 평가 대상: 평가 대상으로는 개발 단계의 모든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평가할 대상을 모두 기입한다.  

(2) 평가자: 해당 평가대상을 평가할 평가자를 선정하여 평가 의뢰를 한다.
(3) 평가 의견: 평가자가 평가 대상을 평가한 이후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모두 기술한다.
(4) 개선 방향: 평가 의견에 따라 개선해야 할 방향을 기입한다.

3) 구체적 개선 계획: 제기된 평가 의견과 평가 방향을 토대로 과정 개발자가 개선
사항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1) 개선 대상: 평가 의견 중 개선 방향이 설정된 것을 기입한다.
(2) 개선 필요 사항: 개선 대상의 개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계획 일자: 개선 예정일을 계획하여 기입한다.
(4) 완료 일자: 개선 계획이 완료되면 완료 일자를 기입한다. 

☞ 예시: 형성 평가 대상
• 학습 목표(최종목표, 세부목표, 하위목표)
• 학습 내용
• 교수 사태 규정 및 교수 전략
• 교육 방법
• 교수 방법
• 전달 매체

#3-4. 형성평가 양식

계획 일자

개선 방향

구체적 개선 계획

완료 일자개선 필요사항담당자개선 대상

평가 의견평가자평가 대상

형성평가 결과

단원명:

• 평가 문항
• 개발 계획의 계획 대비 실시
• 교수자용 매뉴얼 완성본
• 학습자용 교재 완성본
• 이외에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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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작 및 제작물 평가

◐ 목적

◐ 방법

개발 단계를 거쳐 제작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교재 완성본을 제작물의 형태
로 제작한다. 복수 제작이 필요한 경우, 복수 제작하여 교육 실시를 위한 모든
교수 자료를 준비한다. 

1) 제작물 일정에 따라 제작 업무를 완료한다.
2) 제작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기술한다.

(1) 제작물: 문제가 된 제작물을 기재한다.
(2) 문제점: 각 제작물들의 제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3) 해결 방안: 확인된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기술한다.
(4) 해결 예정일: 해결 일자를 계획하여 기입한다.
(5) 해결 완료일: 문제된 제작물의 해결이 완료되면 완료 일자를 기입한다.
(6) 완료 여부: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는지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기재한다. 
3) 최종 검토및 종합 의견: 제작물의 문제 해결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와 의견을

기술한다.
4) 복수 제작여부: 복수 제작이 필요한 제작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복수 제작이

필요한 제작물의 명칭과 수량을 기입한다. 

#3-5-1. 제작 계획서 양식

검토
담당자

제작처
(담당)

발주
일자

1차
납기 일

자

최종
납기 일자

제작물 확인

#3-5-2. 제작물 검토 양식

수량제작물수량제작물

복수 제작물

최종 검토 및 종합 의견

완료 예정일해결 예정일해결 방안문제점제작물

제작상의 문제점 및 해결 계획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131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1) 소요 시간
Pilot-course를 진행하면서 소요 시간을 계획 대비 실제 시간과 편차를 각 단원별
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고, 총 소요 시간도 합계하여 기입한다.

2) 평가 참여학습자
Pilot-course에 참가한 학습자의 평가 결과를 기입한다.

(1) 학습자 성명을 기입한다.
(2) 사전/사후 평가 점수를 대비하여 기입한다.
(3)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3) 학습자 평가
학습자가 Pilot-course를 학습한 후, 다음 항목을 과정에 대한 평가 질문지로 하여
평가의 의견과 개선 요망 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집계한다. 

(1) 과정의 구성 및 흐름
(2) 동기 유발(ARCS)전략: 교수-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 교수-학습 내용의 직

무와의 관련성과 유용성, 학습 목표의 달성의 정도, 학습후의 만족감 등
(3) 학습자가 얻은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 정도
(4) 교수자의 적절성, 호소력
(5) 교수 방법 및 전달 매체의 효과성 및 효율성

4) 교수자 평가
상기 3항에 대한 교수자의 의견과 개선 요망 사항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받아 기
술한다. 

5) 관찰자/평가자 평가
상기 3항에 대한 관찰자나 평가자의 의견과 개선 요망 사항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받아 기술한다.

6) 구체적 개선계획 수립
구체적 개선 필요 사항은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한 멤버가 모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과정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6. Pilot course 평가

◐ 목적

본격적인 과정 실시 이전에 교육 효과의 검증과 설계 및 개발된 내용을 평가하여 최종
수정함으로써 과정에 대한 품질을 보증한다.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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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ilot course 평가 양식

완료 일자계획 일자담당자개선 필요 사항개선 대상

6. 구체적 개선 계획

개선 요망 사항부정적 평가의견긍정적 평가

개선 요망 사항부정적 평가의견긍정적 평가

5. 관찰자/평가자 의견

4. 피수자 의견

개선 요망 사항부정적 평가의견긍정적 평가

3. 학습자 의견

합격 여부

사후 평가
점수

사전 평가
점수

학습자

성명

654321

2. 평가 참여 학습자

편차

실제 시간

단원6단원5단원4단원3단원2

계획 시간

단원1단원

1. 과정 총 소요 시간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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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과정 홍보와 강사 양성 등의 과정실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질을
높인다.  

◐ 방법

1) 과정을 홍보하고 유관 부서에 협조를 의뢰한다. 
2) 교육 자료 및 기타 교육 자원의 운용 계획을 작성한다. 
3) 강사를 양성한다.
4) 교육 준비도를 확인한다.
5) 과정 운영 체크리스트와 매뉴얼로 점검한다.
6) 실행된 교육의 master file을 작성하여 과정 운영의 질을 평가한다.

#3-7. 과정 실시 전 점검 사항

• 평가 자료 준비

• 교육 실행 일지 작성

• 과정 안내를 위한 흐름도 작성

• 과정 준비 상태 확인

• 각 부문(사업부) 담당자에 협조 의뢰

• 과정 홍보 및 수강 신청 안내

계획 일자담당자 완수 일자

• 과정 안내서 제작

실행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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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방법

실시된 각각의 단위 과정에 대해 각 수준별로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과정 개
선 또는 과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1) 학습자수: 평가 대상이 되는 해당 과정에 참가한 학습자수를 기입한다.
2) 소요 시간: 과정을 실시하면서 소요된 총 소요 시간을 기입한다.
3) 평가 결과를 수준별로 나누어 정리한다.

(1) Level Ⅰ 평가 결과 (반응)
(2) Level Ⅱ 평가 결과 (학습) 
(3) Level Ⅲ 평가 결과 (적용)
(4) Level Ⅳ 평가 결과 (사업성과)

4) 개선 요망사항: 상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을 기술한다. 

#3-8. 총괄평가 양식

학습 결과의 사업성과
향상도(Level Ⅳ) 평가

부정적 피드백 (결과)긍정적 피드백 (결과)

학습 내용 이해도
(Level Ⅱ) 평가

학습 결과의 업무 적용도
(Level Ⅲ) 평가

학습자수:

과정명: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Level .Ⅰ평가)

소요 시간:

개선 요망 사항 종합

평균
평점43 521

평가 결과평가 결과

평가 문항
개선 요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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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기술방법 참고

☞ 평가 문항이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면, 
통계 처리하여

기입한다.

과정 개발에서 개발되어 제작된 Level 
Ⅰ 평가 도구에 의한 학습자의 반응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Level Ⅰ평가)

☞ 사업 성과의 예

• 고객만족도 XX%향상

• 품질 XX% 향상

• 매출 XX억원 증가

• 원가 XX억원 절감

• 개발기간 XX개월

단축

• 품질 Cost XX억원

절감 등

과정 개발에서 개발되어 제작된 평가

도구로 교육 프로그램이 사업성과상에

미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결과로 분석

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

로 나누어 기술한다. 

학습 결과의

사업 성과 향상도

(Level Ⅳ) 평가

부정적 피드백 (결과)긍정적 피드백 (결과)

☞ 평가 문항이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면, 
통계 처리하여 기입

한다.

과정 실시 전, 실시 중 또는 실시 후에

학습자에게 평가하였던 Level Ⅱ 평가

전반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 도구, 
평가 문항, 평가 문제의 난이도 등)에 대

한 학습자의 모든 피드백 사항을 분석

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

로 나누어 기술한다. 

학습 내용 이해도

(Level Ⅱ) 평가

과정 개발에서 개발되어 제작된 평가

도구로 현장의 업무 적용도를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학습 결과의

업무 적용도

(Level Ⅲ) 평가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136



◐ 목적

교육 실행, 총괄 평가, 기타 새로운 요구 사항 등에 근거하여 개발한 과정의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방법

1) 총괄 평가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교육 실행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3) 개선 필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선한다.
4) 개선안에 대한 교육 요청자의 동의를 획득한다.
5) 필요시 개선한 과정에 대한 pilot-course 평가를 한다. 

#3-9. 과정 개선 계획 양식

담당자 계획 일자개선 및 Update 항목 완수 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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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활용 양식과 Tool

양식

1. 평가도구 개발서
2. 과목내 세부 활동 계획서
3. 학습자 교재 개발안
4. 형성 평가서
5. 제작 및 제작물 평가서
6. Pilot-course 평가서
7. 실행 준비
8. 총괄평가
9. 과정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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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도구 개발서

#3-1. 평가도구 개발

4. Level Ⅳ의 평가의 세부 계획을 완성하여 첨부하라. 

3. Level Ⅲ의 평가문항을 열거하여 평가도구를 완성하여 첨부하라.

2-2. 각 단원(학습 전, 학습 중 또는 학습직후)에 실시할 Level Ⅱ의 평가 문항이 열거된
평가도구를 단원별로 완성하여 첨부하라.

2-1. 수업 종료시 실시할 Level Ⅱ의 평가문항이 열거된 평가도구(예 : 평가시험지)를
완성하여 첨부하라.

1. Level Ⅰ의 평가의 문항이 열거된 평가도구(예: 설문지)로 완성하여 첨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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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목내 세부 활동 계획서

#3-2. 과목내 세부 활동 개발

과목의

평가 문항

학습자교수자

소요

시간
보조 자료

교수-학습 활동

학습 요점

과목내의

활동 개발

과목의

학습

내용

개요

과목

단원

명칭 목표 기술구분

개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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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 구분 표지

단 원 명 :
단원 목표 :
1.
과목2.
..

과 목 명 :
과목 목표 : 

학습 내용활동

단원 :                                                               강의 방법 :
과목 :                                                               소요 시간 :

3. 학습자 교재 개발안

1. 교재 표지: 기관별 기준에 따라 제작

2. 교재 구성

2) 과목 구분 표지

3) 내용 기술

#3-3. 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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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성 평가서

#3-4. 형성 평가

계획 일자

개선 방향

구체적 개선 계획

완료 일자개선 필요사항담당자개선 대상

평가 의견평가자평가 대상

형성 평가 결과

단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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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작 및 제작물 평가서

#3-5-1. 제작 계획서

검토
담당자

제작처
(담당)

발주
일자

1차
납기 일

자

최종
납기 일

자
제작물 확인

#3-5-2. 제작물 검토

수량제작물수량제작물

복수 제작물

최종 검토 및 종합 의견

완료 예정일해결 예정일해결 방안문제점제작물

제작상의 문제점 및 해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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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ilot course 평가서

#3-6. Pilot course 평가

완료 일자계획 일자담당자개선 필요 사항개선 대상

6. 구체적 개선 계획

개선 요망사항부정적 평가긍정적 평가

개선 요망사항부정적 평가긍정적 평가

5. 관찰자/평가자 의견

4. 피수자 의견

개선 요망사항부정적 평가긍정적 평가

3. 학습자 의견

합격 여부

사후 평가
점수

사전 평가
점수

학습자

성명

654321

2. 평가 참여 학습자

편차

실제 시간

단원6단원5단원4단원3단원2

계획 시간

단원1단원

1. 과정 총 소요 시간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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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행 준비

#3-7. 과정 실시전 점검 사항

• 평가 자료 준비

• 교육 실행일지 작성

• 과정 안내를 위한 흐름도 작성

• 과정 준비상태 확인

• 각 부문(사업부) 담당자에 협조 의뢰

• 과정 홍보 및 수강 신청 안내

계획 일자담당자 완수 일자

• 과정 안내서 제작

실행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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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총괄평가

학습 결과의 사업성과
향상도(Level Ⅳ) 평가

부정적 피드백 (결과)긍정적 피드백 (결과)

학습 내용 이해도
(Level Ⅱ) 평가

학습 결과의 업무 적용도
(Level Ⅲ) 평가

학습자수:

과정명: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Level Ⅰ 평가)

소요 시간:

개선 요망사항 종합

평균
평점43 521

평가 결과평가 결과

평가 문항
개선 요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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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과정개선 계획

담당자 계획 일자개선 및 Update 항목 완수 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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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Module IV. 

Ⅰ. 요구분석

Ⅱ. 교수설계

Ⅲ. 과정개발

Ⅳ. 교육운영
Ⅴ. 교육평가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 매뉴얼



목차

Ⅰ. 교육운영 계획 수립

Ⅲ. 교육과정 운영

Ⅳ. 교육과정 결과 정리

1. 과정 안내

2. 과정 운영

3. 과정 종료

1. 교육 요구분석

2. 교과목 확정

3. 강사 선정

4. 교육평가 전략 수립

5. 교재 개발

1. 교육생 모집

2. 교육운영 사전 준비

Ⅱ. 교육운영 준비

*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흐름도

* 공무원 교육운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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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흐름도

교육과정 개편 시안 작성

수요조사 실시

교육운영일정 확정

최종 검토회의(내용검토위원회)개최

교육과정 개발/운영 의뢰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

교육인원 계획 확정

교과 편성 개선안 수립

당해년도 교육운영계획 확정

검토회의(과정개설위원회) 개최

• 교육체계 수립
• 교육운영계획 책자 발간

• 차년도 국정운영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방안 및 과정 검토

• 교육과정 검토
(원내, 외부전문가)

• 교육 운영안 확정

• 교육과정 수요조사

• 과정별 참가인원 예상

• 교육과정 운영일정 확정

• 교육 운영부서 검토
(교육운영평가 결과 반영)

• 교육과정 내용 최종검토

차년도 국정운영지침

과정 운영

• 중앙인사위원회 교육훈련지침
• 각 부처의 교육훈련지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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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설

3. 강사선정

5. 교재개발

4. 평가전략수립

1. 입교 및 팀빌딩

2. 과정 운영

3. 과정 종료

1. 요구분석

2. 교과목 확정

Ⅰ. 교육 운영 계획 수립

Ⅱ. 교육 운영 준비

Ⅲ.  교육 과정 운영

Ⅳ.  교육 과정
결과 정리

1. 교육생모집

2.교육 사전준비

피드백

피드백

교육 계획

1. 결과정리

공무원 교육운영 FLOW

*  정책연구용역관리는 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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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Ⅰ. 교육운영계획 수립

1. 교육 요구분석

2. 교과목 확정

3. 강사 선정

4. 교육평가전략 수립

5. 교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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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요구분석

1-1. 교육 요구분석 목적 결정

1-2. 교육 요구분석 도구 개발과 실시

1-3. 결과 분석

1-4. 학습자 분석

2. 교과목 내용 및
교수방법 확정

2-1. 학습 목표 설정

2-2. 내용 선정 및 배열

2-3. 교수 방법의 설정

2-4. 교육 매체의 선정

2-5. 교육운영 계획서의 작성

4-1. 평가 전략 수립

4-2. 평가 도구 설계

4-3. 평가 도구 개발

5-1. 교재 개발

4. 평가 전략 수립

5. 교재 개발

1-5. 환경 분석

교육운영계획 수립 운영 절차

외부 용역 의뢰

* 외부 용역 의뢰는 첨부의 정책용역관리절차의 내용을 참고

☞ 본 단계는 교육과정운영을 의뢰 받은 다음 과정 개발 체계(ISD)의 절차에 따라 과정 계획안
을 사전 검토하는 단계로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매뉴얼의 Ⅰ, Ⅱ, Ⅲ, Ⅴ를 참고하도록
한다.    

3. 강사 선정

3-1.강사 섭외

3-2. 강의 의뢰 요청

3-3. 강의 의뢰서 발송

3-4. 교재 수령 및 교육 자료 취합

교육과정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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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운영계획이 확정되어 개략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이 나오면 교육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에 관심으로 갖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 요구분석결과 학습자들에게 필

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다.
D-60

1.3.
결과 분석

# 학습자 분석

양식

• 교육과정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을 파악한다.
D-60

1.4.
학습자 분석

# 환경 분석 양식

•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내용

전문가, 자료원, 유사 교육과정

개발시에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파악한다.

D-60
1.5.
환경 분석

# 교육 요구분석

을 위한 전형적

인 질문들

# 요구분석

설문지 예

• 요구분석의 방법을 결정하고

실시한다.
D-60

1.2.
교육 요구분석
도구 개발과
실시

• 요구분석을 통해 무엇을 파악할
것인지를 분명히 한다.D-60

1.1.
교육 요구분석
의 목적 결정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1. 교육 요구분석

◐ 일반적 활동

• 요구분석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PartⅠ의 요구분석을 참고한다.
• 본 단계에서는 당해년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과정운영을 의뢰 받은 경우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구분석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 본 단계에서는 기 설정된 교육내용의 확인과 해당 교육과정의 대상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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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분석과 직무과제 분석

• 엄밀한 의미에서의 요구분석은 수행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

야 한다. 수행을 저해하는 원인에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동기 부여의 부족 등은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없어 수

행이 저조한 것이므로 이것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직

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의 부족, 부서간 상호 협조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

한 동기 부여나 환경의 문제 때문에 수행이 저조한 것인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지식이나 스킬이 부족해서 수행이 저조한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요구분석이다.

• 요구분석을 통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찾아내면, 그 다음 단계로는 직무 및 과제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수행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들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과제

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스킬, 태도 등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이다.

• 본 매뉴얼에서는 년 초에 수립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서 출발하므로 협의의 교육 요

구분석에서 출발한다. 상세한 절차는 과정개발체계 매뉴얼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단

계에서는 간단한 요구분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1. 교육 요구분석의 목적 결정

1) 요구분석이란 교육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지식/
태도/능력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과정별 교육 계획이 확정되어 나오면
HRD담당자는 해당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교육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해당 과정을 통하여 학습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  
태도는 어떤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3) 교육 요구분석을 위해서는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Part 1:  요구
분석'에서 소개된 사업 요구분석과 수행 요구분석을 통해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된
수행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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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요구분석을 실시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할 것인지 결정한다.

- 조사방법에는 설문지법, 인터뷰, 관찰법, 주요사건 기법 등이 있다.
☞ ( # 교육 요구분석을 위한 전형적인 질문들) 참조
☞ ( # 교육 요구분석 설문지 예) 참조

1) 교육 요구분석을 통해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추출한다.
2) 교육 내용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와 현재 수준을 평가하여 내

용이 중요하면서도 현재의 수준이 낮은 항목들(교육의 필요성이 큰 것)을 교육 내
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1) 인터뷰: 
요구분석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터뷰는 관련자를 직접 찾아가 대화
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2) 설문 조사:
설문 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3) 관찰법:
관찰법은 실제로 업무 환경이나 장소를 방문하여 업무를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
법은 의견 분석을 통해 얻은 간접적인 자료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4) 현존 자료분석:
현존 자료 분석은 기존에 존재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고 보
고서, 민원 제기서, 최근의 근무 성적 등을 조사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5) 주요 사건조사법(Critical Incident Analysis):
주요 사건 조사법은 업무 수행상의 문제를 일반성에서 탈피하여 좀 더 구체적으
로 업무 수행시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등을 분석하여 교육 반영점을 찾는 방
법이다.

♣ 요구조사 방법

1.2. 교육 요구분석 도구의 개발과 교육 요구분석 실시

1.3. 교육 요구의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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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들의 편견이 최소화된다.
2. 자료가 신뢰성이 있으며 이해하기가 쉽다.
3. 최상의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4. 최초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의해 자료가
왜곡될 수 있다.

5. 직무 성과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가
어렵다.

6. 성과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기준선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일 조사, 
문헌 조사, 
벤치마킹

조직내
자료
조사법

1.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2.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바람직한 일터 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4. 중간 전달자의 말로 정보가 조작될 염려가 있다.
5. 관찰한 것을 해석하기가 곤란하여 관찰자에 따라
동일 문제를 달리 볼 수 있다.

6. 샘플링을 한 사람과 관찰 시점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얻어질 소지가 있다. 

7.관찰결과의 해석을 돕기 위해 Follow Up
활동이 요구된다.

8. 관찰자가 일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피관찰자가
불편해 할 수 있다.

비디오,
사진 관찰, 
근무 현장, 
현황판 체크

관찰법

1.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고 해석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2. 많은 양의 자료를 취급하기에 용이하다.
3.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4. 질문이 미리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

5. 일방적인 의사 소통이 이루어진다.
6. 질문지 구성에 전문적 기술이 요구된다.
7. 응답자가 질문을 잘못 해석해서 부적합한 답변을

할 소지가 있다.
8. 낮은 회수율의 가능성이 있다.

설문지,
전화 설문, 
온라인 설문

설문지법

1. 조사자와 응답자간 상호 작용이 용이하다.
2.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3.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4. 편견이 개입되어 응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면접 기법이 필요하다.
6. 통합, 분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1:1대면, 전화,
그룹 인터뷰

인터뷰

특 징유형조사방법

♣ 요구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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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3.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 교육 요구분석을 위한 전형적인 질문들

4.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구체적인 스킬은 무엇입니까?

5. 교육 과정에서 다루기를 바라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2.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6. 교육 과정에서 다루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스킬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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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요구분석 설문지(예)

현재수준중요도

⑤④③②①

교육운영스킬

교육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 조
정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통계분석 및 활용능력

연구조사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통계처리하
여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교육과정의설계이론

학습대상, 학습내용, 학습방법 및 학습유형과 관련
된 이론들에 관한 지식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과제분석능력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태도, 스킬을 찾아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석하고 교육과제를 도
출하는 능력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요구분석력

공무원들의 실제 수행 수준과 기대수준과의 차이
를 분석하여 교육을 위한 진단평가를 수행하는 능
력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교육계획 수립력

장기/중기/단기 해당부처의 전략에 부합하여 적절
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⑤④③②①

⑤④③②①

성인학습 이해력

성인 학습자들이 어떻게 지식, 스킬, 태도를 습득
하고 활용하는가를 알고 학습에 있어서 개인차를
이해하는 능력

⑤④③②①

매우
우수
함

우수
한
편임

보통
부족
한
편임

매우
부족
함

요구 내용
매우
중요

중요
함

보통
중요
하지
않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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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 분석의 의미

학습자 분석이란 교육에 참가할 학습자들의 경험적 배경과 특성을 분석하여 교육

과정에 반영할 점들을 찾기 위함으로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직무수행을 망라하여 학습자가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2) 학습시켜야 할 교육내용에 적당한 학습자를 정의해내기 위하여

(3) 학습자의 조건에 맞는 수업전략을 세우고 적절한 교육내용을 조직하기 위해

2) 학습자 특성 파악 항목

(1) 일반적 특성 파악:
학습자의 규모, 연령대, 성별, 학습능력, 업무부서, 근속년수, 경험의 폭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학습활동설계나 교육매체의 선정 등을 설계할 때 반

영한다.

(2) 구체적 특성 파악:
선수학습, 사전 학습 정도(지식, 기능, 태도 등과 관련된), 직무경험수준, 현
재의 능력수준, 학력수준, 특별히 요구되는 능력의 정도(전문용어), 직무환

경의 특성, 학습자의 제약조건,학습유형 등

☞ (# 학습자 분석 양식)참고

☞ (# 학습자 분석 사례)참고

1) 선수 학습(Prerequisites): 
- 특정 교육 내용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 교육 내용의 출발점을 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된다. 

2) 사전 학습(Prior learning):
- 해당 교육 내용에 대해 업무 수행 중에 또는 다른 교육이나 학습 활동
을 통해 이미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 교육 내용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된다. 
- 중복된 내용의 교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선수 학습과 사전 학습

1.4. 학습자 분석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161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일반사항]

1. 이 과정에 참여하리라고 추정되는 학습자의 수는? 

2. 학습자가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 있어서의 제약 요건은?

[학습 관련 특성]

3. 학습자들의 선수 학습 수준(선행지식, 기술)은 어떠한가?
(앞으로 교육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1) 지식 :
2) 기술 :

4. 직무 또는 과정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 태도는 어떠한가?

5.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현재의 태도는 어떠한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 수준은 어떠한가?

6. 교수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특징이 있는가? 

직 무 직 급 총인원
학습 인원

총 학습 대상 년간 예상 학습 대상

# 학습자 분석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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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분석 사례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
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
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수요원능력발전과정

설문지

◇ 최고의 역량을 갖춘, 최고의 교수요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 본 설문지는
① 교육생 여러분의 선수 지식을 진단하고, ② 교육 요구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또한, 본 설문은 효율적으로 분임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아래 질문을 읽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1 ) 

① 교육 강의(∨) ② 교육 기획 ③ 일반 행정업무

◇ 교육생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설문지는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제출기한 및 보내주실 곳 : 11. 9(목)까지, 메일 송부 요망(ooo@csc.go.kr)

1. 본 과정의 과목 중 귀하가 이전에 교육받은 적이 있는 과목은?( , , , )
① ISD개요, 요구분석 ② 교수학습설계 ③ HRD 패러다임과 트렌드
④ AL프로그램개발과 활용 ⑤ 강의클리닉(강의실습) ⑥ 퍼실리테이션 스킬
⑦연구방법론

2. 역할연기, 사례연구 등을 강의에 자유롭게 활용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3. 교육대상자의 요구분석을 기초로 강의를 수행하는 편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4. 강의교안 작성 단계(도입, 전개, 정리)의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선
수
학
습
진
단

1.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
① 교육 강의 ② 교육 기획 ③ 일반 행정업무

2.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 )
① 1년미만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5년 이상

3. 귀하는 교수요원에게 필요한 역량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조금 있다 ③ 없다

4. 교수요원인 귀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입니까? ( )
① 교수설계 ② 퍼실리테이션 스킬 ③ 강의 스킬 ④ SPOT

교
육
요
구
분
석

※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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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분석 사례(계속)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
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
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수요원능력발전과정

설문지

5. 강의에서 SPOT를 적절히 사용하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6. HRD의 개념과 영역을 이해할 수 있으며 최근 주요 동향에 대해 알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7. 학습목적에 맞게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8. Action Learning의 과제선정 기준과 학습팀을 구성하는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9. 참여식 수업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퍼실리테이션 스킬(경청과 논평,질문과
피드백 요령, 요약하기)을 강의에서 잘 구사할 수 있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0. 음성, 제스처, 표정, 시간관리, 경청, 표현 등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강의스킬의 각
요소 별 핵심 포인트에 따라 강의를 하고 있다.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11. 업무와 관련된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과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선
수
학
습
진
단

※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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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석이란 개발해야 할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즉, 해당 교육 내용에 대한 전

문가가 있는지, 교육 내용을 얻을 수 있는 자료원의 여부,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유사

한 과정의 여부와 장단점, 특징, 과정을 개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장애 요인 등을 파

악하여 과정개발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분석 시 살펴볼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 전문가 파악

내용 전문가(SME: Subject Matter Expert)란 특정 주제 혹은 분야에 대해 전

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교육원 내⋅외부, 각 부처에 근무하

는 사람들 중에서 교육내용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파악하여 과정의 내용 자

문과 내용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내부 개발이 어려울 때는 내

용 전문가를 직접 강사로 활용할 수도 있다.   

(2) 내용 관련 자료원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참고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서, 논문, 인터넷 사이트 등

을 파악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해당과정의 내용

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파악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3) 외부 유사 과정 파악

해당 과정과 유사한 과정이 외부(타교육원, 기업 연수원, 외부 교육기관)에
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각 과정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특징들을 파

악한다면 과정개발시에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외부 연구 용역을 주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과정 개발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

련해 둠으로써 과정 개발을 하는데 원활히 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식(# 환경 분석 양식)과 같이 개발해야 할 과정에 대한 분석을 미

리 준비하여 둠으로 효과적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해나갈 수 있다. 

1.5.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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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전문가 명단

성 명 전문 영역 소 속 부 서 직 위 전화번호/FAX e-mail

2. 관련 자료원

① 국내외교육기관 :
② 관련자료(문헌) :

3. 외부 유사 과정 분석

4. 과정 개발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 및 해결방안

예상 장애요인 해결방안 비 고

구 분

강 점

약 점

# 환경 분석 양식

oo과정 xx과정 ox과정 xo과정 xy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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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구분석의 기반 위에 교육 내용과 방법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 수립 후에 교육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
는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강사에게 강의를 의뢰 할 때도
교육운영계획에 기반하여 의뢰하여야만 효과적인 과정 운영이 될 수 있다.        

• 교육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
에 대한 방법을 결정한다.D-40

2.3.
교수 방법의 설정

• 교육 내용의 선정과 계열화를

한다.
D-40

2.2.
내용 선정 및 배열

• 교육 과정의 학습 목표를

기술한다.
D-40

2.1.
학습 목표 설정

• 과정에 대한 교수전략차원의
교육운영계획서를 작성한다.

D-40
2.5.
교육운영계획서
의 작성

• 교육시 사용할 매체를 선정한다.D-40
2.4.
교육매체의 선정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2. 교과목 확정

◐ 일반적 활동

• 본 단계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Part Ⅱ, Ⅲ의 교수설계와 과정개발의 내용을
참고한다.

• 본 단계에서는 교육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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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란 특정 교육과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즉, 학습을 마치고 난 후 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장

으로 수행 목표(performance objective) 또는 행위 목표(behavioral objective)라고

한다. 

♣ 학습 목표의 기능

학습 목표의 기능은

1)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교수-학습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추가 된다. 

학습목표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위 수업에서 성취

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수행하게

될 지를 이해하는데 가장 명확한 지침이 된다.

2) 학습 목표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써 사용된다. 

학습 목표에 기술된 행위가 그대로 평가 전략과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데 활

용된다.

3) 학습 목표는 HRD담당자 뿐만 아니라 학습자, 교수자(강사), 기획자간의 의사

소통의 도구이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준다. 즉, 학습자에게는 성취하여야 할 학습 범위를 제한해서 명확하게 해 주

며, 교수자에게는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본 지침으로 사용된다.

2.1. 학습 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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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기술의 예>

팀장은 팀원의 잘못된 행동을 발견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코칭 절차에 따라 지도
한다.

1) A (Audience): 학습 대상자
(예) 팀장은

2) B (Behavior): 과정이 끝났을 때 학습 대상자들이 무엇을 행동할 수 있는지 (도착점 행동)
(예) 코칭 절차에 따라 지도한다
☞ (행동동사 유형)을 참고한다

3) C (Condition): 그러한 행동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예) 사용될 장비나 재료/그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 시간, 그 외 환경/ 

학습자에게 주어질 정보
(예) 팀원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4) D (Degree): 그러한 행동을 어느 수준까지 습득해야 하는가? (평가 기준)
(예) 정밀성, 속도, 달성해야 할 % 혹은 수치, 허용 오차, 정확성, 우수성의

정도
(예)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 質: (예) 예시 목표에서와 같이
☞量: (예) 3가지 상품결점을 찾아내고

☞시간: (예) 시작부터 15분 이내에 고친다.

♣ 학습목표의 기술 방식

학습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즉, '학습자가 수업이 끝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인 수행 목표의 형태로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야 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머릿 속에 있는 것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관찰할 수 있는 행동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기술할 때는

A(Audience: 학습 대상자), B(Behavior: 행동), C(Condition: 조건) , D (Degree: 정도)
의 요건이 포함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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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2가지 예를 들다

실험결과를 그래프로 그린다

계산하다, 비교하다, 토의하다, 식별
하다, 그리다, 스스로 설명하다, 

예를 들다, 해석하다, 풀다

이해

'빛’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다

A와 B의 연관성을 진술하다

정의하다, 묘사하다, 확인하다, 

명칭을 붙이다, 목록을 만들다, 

이름을 대다, 진술하다

지식

지

적

영

역

심리운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

구 분

전기 땜질을 인두를 갖고,

구리선을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납땜한다

조립하다, 짓다, 측정하다, 

깨끗이 하다, 조립하다, 설계하다, 
분해하다, 고정시키다, 만들다, 칠하
다, 감싸다

실험실 작업을 할 때의

안전절차를 선택한다

선택하다, 조직하다, 반응하다, 참가
하다, 완성하다, 감상하다

A물질의 순도를 판단하고

이유를 밝힌다(평가)

고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새로운 절차를 설계한다(종합)

추론하다, 결정하다, 예측하다, 연관
시키다, 보여 주다, 사용하다, 분석
하다, 분류하다, 창작하다, 비평하다, 
설계하다, 계획하다

적용,

분석,

평가,

종합

실례동 사

♣ 행동목표 동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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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의 선정이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다.  
교수체제설계상 내용 설정을 위한 내용분석은 요구분석 단계 후 직무과제분석을 통

해 학습자의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찾아내고, 그러한 과제들 중에서 중

요하면서도 학습자들이 잘 활용하지 않는 행동들을 확인하여 그러한 행동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을 편성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과정 개발 매뉴얼을 참고하고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방법만을 기술

하기로 한다.)  

(1)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 내용과 관련 자료들이 수집⋅분석되어

야 하며, 교육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내용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는 것도 필요

하다. 
(2) 일단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수집되면 그 내용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검토하면서

학습자의 요구와 학습 목표에 맞는 최종 내용을 선정한다. 
(3) 무엇보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내용 선정에 있

어서는 먼저 학습 목표 달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선택

되어야 한다. 
(4) 또한, 그 내용이 학습자가 학습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2) 학습 내용의 위계

학습 내용의 위계(sequencing)란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 내용과 관련 제반 활동들을 배열하는 것이다. 즉, 내용상의 특성

및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가르쳐야 할 내용의 순서를 정하는 일이다. 교육에 있어 강

의 내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배열하여 어떻게

제시하는 가도 매우 중요하다.  

♣ 학습 내용의 배열 기준

○ 시간적 순서 (과거 - 현재 - 미래)

○ 주제에 따른 계열화 (신문의 기사 전개 )

○ 전체-부분 계열화 (전체 개요 제시 - 각론 )

○ 부분-전체 계열화 (구체적인 경험에서 일반적인 결론)

○ 학습내용의 인지도에 따른 계열화

(아는, 친숙한 내용 - 모르거나 친숙하지 않는 내용)

○ 단계적 계열화 (일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제시)

○ 일반적 내용에서 특수한 내용으로(기초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 내용 영역간의 관계에 따른 계열화

1) 학습 내용의 선정

2.2. 내용 선정 및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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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 방법

(1) 교수 방법은 교육의 과정(process)을 의미한다.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구체적

인 방식만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

하게 교육을 전달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2) 교수 방법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강사, 학습자, 내

용, 학습 목적,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집단이라면 강의가, 고차원적인 사고와 문제해결이 중심이 된 내용

이라면 사례 연구가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다. 
(3) 교육 방법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강의형, 개인교수형, 실험형, 토론형, 자

율 학습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유형별 교수 방법의 종류)참조

2) 교수 방법의 선정 기준

(1) 교육 목적과 목표

교육의 목적이 지식 전달이라면 강의식 방법이 효과적이고, 상호작용이 목적

이라면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연기, 게임식 교육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과제해결이 목적이라면, 액션러닝, 프로젝트 수업, 사례 연구법, 
PBL(Problem Based Learning)이 효과적일 것이다.

(2) 학습자

공무원 교육은 대부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성인학습의 원리가 반

영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특성 즉, 연령이나 교육 정도, 경험, 성숙도 등

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 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교육 경험이 많으면

토의식, 참여식, 문제해결식 등이 효과적이지만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원리

를 가리키는 강의식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성인 학습자의 특성, 성인 학습자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전략)참조

(3) 교수자

교수자의 스타일이 전문가나 권위자이라면 강의식이나 질문법 등이 주로 선

호되고, 교수자의 스타일이 촉진자적 역할이라면 탐구학습, 창의력 개발법 등

이 선호된다. 

(4) 내용

교육 내용이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강의식 교육이 효과적이고, 기능

이나 스킬의 향상을 요하는 것이면 토의식이 적합할 것이다

(5) 환경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사용가능성에 따라 교육 방법도 달

라질 수 있다.

2.3. 교수 방법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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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교수 방법의 종류

•스스로 학습법

•프로젝트법

•대화식 토의세미나

•버즈 훈련법(Buzz Session Method)
•브레인 스토밍

•실험

•현장 견학

•연습

•역할극(Role-playing)

•인턴십

•도제법

•면담 학습(Inter-view)
•동료 학습

액션러닝(Action Learning)       
매체기반 학습(Technology-based training)

기타

•독학

•문제해결 학습법

자율
학습형

•원탁 토의

•패널 토의

•심포지엄

•포럼

토론형

•서류함 기법(In-Basket)
•감수성 훈련(실험실 훈련,        
T그룹 훈련)
•게임

•사례연구

실험형

•프로그램 학습

•OJT(On the Job Training)
•코칭

개인
교수형

•강의법

•질문법

•시범

강의형

교육 방법유형

출처: 21세기 교육공학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 매체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자들의 경험, 흥미 및 능력에 맞으면서도, 그들이 학습한 것을 자신의 상황

에 적용시키는 데 유용한 재료들을 선택한다. 
(2)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선택한다.
(3) 학습 내용을 잘 설명하고 예시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4) 주제의 핵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5) 교수자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는 재료를 선택한다. 
(6)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다. 
(7)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8) 현재 가능한 시간 내에 개발할 수 있고,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1) 교육 매체는 학습자들에게 학습내용을 조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

다. 여기에는 강사가 전달하는 메시지, 시각자료, 프로젝터 등이 있다

2.4. 교육 매체의 선정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173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교수전략설정에서 검토한 학습 목표, 내용 선정 및 배열, 교수 방법, 교육 매체
의 각 항목을 정리하여 교육운영계획서를 작성한다.   

# 교육운영계획서 양식

학습 목표 강사
교육
매체

교수

방법

시
간

학습 내용
모듈

구분

(1) 모듈 구분: 요구분석과 직무과제 분석에서 도출된 학습내용을 적정한 모듈

단 위로 구분한다.
(2) 학습 목표: 모듈 단위로 ABCD의 룰에 따라 행위동사를 사용하여 학습 목표

를 기술한다.
(3) 학습 내용: 각 모듈에서 요구되는 학습내용을 구체화하여 계열화한다.
(4) 학습 시간: 학습에 요구되는 시간을 기술한다.
(5) 교수 방법: 모듈 또는 학습내용에 따라 교수방법을 선정하여 기술한다.
(6) 교육 매체: 학습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교육매체를 선정⋅

기술한다. 
(7) 강사: 내용을 담당할 강사를 원외 강사와 원내 강사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 작성 방법

2) 활용

(1) 교육운영 계획서를 근간으로 과정 개발을 자체로 할 것인지 강사를 의뢰할 것

인지를 판단한다.
(2) 교육운영 계획서를 근간으로 교육 시간표를 확정한다.

2.5. 교육운영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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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운영계획서 (예시)

2◦ 만찬 및 학교 변화에 대한 토론10. 만찬

13

◦ 모듈 1: 변화의 특성
- 세계의 변화 - 학생들의 변화 - 학교의 변화
◦ 모듈 2: 새로운 비전
- 학습에 관한 중요한 전제
- 그 밖의 전제조건과 전략들
◦ 모듈 3: 교육적 가능성
- 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
◦ 모듈 4: 리더십
- 변화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한 리더십
- 리더십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

9. School leadership

3
일

3◦ 도전 99초를 잡아라8. 팀활동 프로그램

5

◦ 창의적 과제 해결: 창의력 자기진단, 창의성 퀴즈,
브랜드화 토의 실습-학교교육의 방향

◦ 전략적 과제 해결: 전략분석 실습
(SWOT-노후대책)
◦ 혁신 실행 역량진단
◦ 혁신 실행을 위한 ERCR
◦ Action Planning

7. 학교 혁신: 
컨설턴트
역량 강화 2
- 혁신 과제의
실행

3

◦ 혁신 실행상의 문제점
◦ 혁신 과제 목표 설정
◦ 혁신 상황 분석과 과제 도출
◦ 논리적 과제 해결
◦ 과제 해결의 프레임과 정보 분석
◦ 과제 해결의 프로세스

6. 학교 혁신: 
컨설턴트
역량 강화 1
- 혁신 과제
해결 기법

2
일

2
◦ 주도적 일처리와 강점 개발-나의 변화 대응
(work style), 나의 유형과 강점 개발
◦ 개인 목표와 몰입-몰입 게임과 시간 관리

5. 변화 마인드구축
- 혁신의 정체와
리더십 2

3

◦ Ice Break
◦ 혁신의 의미-혁신 진단
◦ 혁신의 정체-변화의 필요성-병리현상진단
◦ 혁신과 리더십-혁신 전문가의 로드맵과
역할 인식-갈등 관리 진단

4. 변화 마인드구축
- 혁신의 정체와
리더십 1

2◦ 정부 변화 혁신의 방향과 현 추진 단계3. 정부 혁신의 이해

1◦ 교육 혁신의 방향과 교육자의 역할2. 교육 혁신의 이해

1◦ 본 과정 개설의 취지
◦ 학교가 나아갈 방향

1. 변화 혁신과 학교

1
일

36총 교육 시간

강
사
명

시간주요 교육 내용교 과 목
분
야

*출처: 교육인적자원 연수원

학교 혁신 컨설팅 과정 교육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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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 시간표(예시)

조직의 진단, 관리

평가 기법

<경희대 경영대학원

송상호 교수>

공무원 성과

관리를 통한

인사관리

혁신방안

<중앙인사위원
회 박준하

과장>

외국의 인사 조직

혁신 추진 사례

(고위공무원단체 등)

<중앙인사위원회

황서종 과장>

분임

토론

인사 조직 혁신

추진 사례

(KOTRA인사

조직 관리)

<KOTRA 

양국보 차장>

5.12

(목)

정책 품질관리

<중앙공무원교육원

홍진이 교수>

인사 혁신의 변화

추세와 인사 혁신

과제 워크아웃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소장>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조직 혁신 (사례포함)

<중앙공무원교육원
정용진 교수>

과정

안내

설문 조사

및

수료

종합 발표

<과정장>

분임

토론

5.13

(금)

조직 문화 혁신
과 변화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끈

참 CEO

<이스텔

시스템즈

서두칠 사장>

역할 모형에 기초한

인사 정책 혁신 방향

<중앙인사위원회

김명식 국장>

분임

토론

5.11

(수)

분임

토론

참여 정부의 조직
혁신: 조직 진단,

변화 관리 프로그램
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

윤종인 팀장>

5.10

(화)

분임

토론

점

심

식

사

변화 혁신을 위한

조직 관리

<중앙공무원
교육원

이상국 교수>

5.9

(월)

시간
월/일

09:00
~

09:50
11:00
~

11:50
10:00
~

10:50
12:00
~

12:50
13:00
~

13:50
15:00
~

15:50
14:00
~

14:50
16:00
~

16:50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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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의 달성은 교육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강의 기법을 겸비한 강사의 초
빙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강의 의뢰서를 송부한다. D-30
3.3.
강의 의뢰서

발송

강의 의뢰서 작성• 강의 의뢰 요청을 한다. D-30
3.2.
강의 의뢰

요청

• 강사 선정 기준에 의한 선정과
섭외를 한다. D-40

3.1.
강사 섭외

교재 원고

출강 강사

• 교재 원고 및 교육 자료를

취합한다.
D-15

3.4.
교재 원고 및
교육 자료

취합

비고주요내용시간구분

3. 강사 선정

◐ 일반적 활동

HRD 담당자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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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어진 교육 내용을 담당할 강사를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교과목별로 가장 적합한
순서로 3명의 예비 강사를 선정한다.

2) 강사 선정 시에는 타 기관에서 유사한 교육 과정을 시행한 강사에 대한 정보를 해당
담당자와 정보 교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강사 선정위원회가 있는 기관에서는 3배수로 강사를 선정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가
지고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강사 선정시 참고자료

• 우수강사 정보센터(중앙공무원 교육원 http://www.coti.go.kr/info/main.htm)
• 동료나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의 강사추천

• 기존의 강사 DB (초빙된 경력이 있는 강사나 설문조사 자료 )
• 대학교수명부 및 세미나 학술회 참석자

• 주요 일간 신문 칼럼기고자 및 방송 출연자

• 컨설팅 회사, 연구소, 교육 기관, 관련단체 임직원

• 유관부처의 실무행정에 능통한 공무원 등

1) 선정된 강사 후보 순위에 따라 강의 의뢰를 한다. 의뢰시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해서
메일이나 팩스로 발송하여 결정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결정 사항을 알려주기로 한 기한까지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본
다.

♣ 강사 섭외시 주의사항

• 가능한 1순위의 강사를 초빙하도록 한다.
• 섭외 순서는 저명 인사를 초빙하는 특강의 경우에는 과(팀장)장이상 운영책임자

가 직접 섭외한다.
• 섭외 시에는 강의 의뢰서를 활용한다.
• 전화 등 유선으로 섭외시 반드시 초빙 강사 섭외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3.1. 강사 섭외

3.2. 강의 의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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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공무원 교육원 OO과(팀)에 근무하고 있는 OOO입니다.

송화자의 신분을 알림

OOO교수(국장 등 직책)님께 전할 말씀이 있는데 통화할 수 있을까요?

수화자의 신분 확인

처음 초빙 강사

(교수)님 강의내용이 좋다는 평을 듣고

우리 교육원의 교육생들을 위해 (교수)

님을 강사로 초빙하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초빙력이 있는 강사

항상 저희 교육원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가

교육생들에게 반응이 좋아 다시 한번

모시고 싶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앙공무원 교육원은 중추적인 국가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사회 각

계

각층의 전문 인사를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의 위상과 역할 설명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대상 등 설명

① 다름이 아니 오라 O일부터 O일간

실시하는 OOO과정에 (교수)님께 O월

O일 O시간 정도 OO분야(제목)의

강의를 부탁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② 교육대상은 각급행정기관 O급 공무

원을 대상으로 OO명쯤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수)님께서 그날 O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초빙요청을 승낙한 경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O월O일 OO

시부터 OO시까지 O시간 강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자세한 사항은 다시 연락드

리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 드

립니다. 

요청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수)님을 꼭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

다. 안녕히 계십시오. 

♣초빙 강사 섭외 요령 (전화 응대)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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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사가 강의 수락을 하면, 강의 의뢰서와 기관의 안내자료를 송부한다.
2) 강사가 여러 명일 경우, 내용의 중복 방지와 교육 과정 목적과 학습 내용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강의 의뢰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발송한다.
☞ (강의 의뢰서 예시) 참고

☞ (강의 의뢰시 교육과정 안내서 예시) 참고

3) 교육 대상자의 특성이 사전에 파악되면, 강사에게 학습자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 (교육생 분석현황 예시) 참고

1) 강사의 교재원고를 수령하여 교재 편집에 반영한다.
2) 교재원고 수령시 교육 과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미리 강사와 협의하

여 강사가 교육 진행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협의 항목들

- 교실의 운영방법( 강의식, 토의식 배열)
- 교육매체의 활용여부

- 숙박유무

3.3. 강의 의뢰서 발송

3.4. 교재원고 수령 및 교육자료 요청

☞ 교육전 최종 확인

- 교육실행 전 강의일시를 확인하고 강의장소 등을 강사와 교육 참가자들에게

전화와 e-mail로 확인시켜 준다.  
-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각 통보해준다. 
- 교육실행 당일의 교통상황, 기후관계,장소변동 사항 등을 강사에게 알려주어

도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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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중앙공무원 교육원은 ‘행정을 혁신하는 교육, 세계를 보는 교육’,’‘미래를 여는 교육’의 기

치 아래 “세계일류국가를 이끌 창조적 혁신 공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다음과 같이 강

의를 의뢰하오니 출강하시어 공직자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2007.  .  (월) 09:00 ~ 11:00 (2시간)

장소: 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정부종합청사 뒤 소재, 약도 별첨)

대상: O O O O 과정, 중앙부처 사무관급 50명

님 귀하

1 강의 의뢰 개요

강의 제목: 사회갈등관리

교육 목표

- 주요 국가정책문제 및 현안 과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과 대안제시 등으로 정책 기획

능력과 사회갈등 조정능력 함양

강의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

※ 교육 내용은 교수님께서 결정하시되, 가급적 다음 사항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 사회갈등의 유형 변천 갈등분석이론

- 사회갈등의 원인, 사례(국가사례, 지방사례, 외국사례)
- 사회갈등의 조정 해결전략과 사회갈등 예방과 사후관리 점검사항 등

※ 교육 진행은 교육 성과를 위해 이론 교육과 참여식 교육을 병행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강의 내용

3 강의 준비시 참고 사항

전체 교육 과정 개요(총33개 과목, 145시간)
- 국정기조 및 정부혁신 분야(갈등관리 과목 외 11과목 33시간)
- 관리자의 기본직무능력배양 분야(행정법 실무 외 9과목 38시간)
- 소양 및 체험 학습(사회봉사 활동 외 9과목 43시간)
- 분임토의 및 종합 발표(분임 토의 발표 외 4과목 22시간)

♣ 강의 의뢰서 (예시)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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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중 유사 교과목(다른 교과목과의 중복 강의 방지)
-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 변화의 진단 관리 평가

첨부: 평가 개요, 객관식 평가문제 출제 요령, 승낙서

※ 강사님께서 강의하실 내용은 평가 과목으로서 첨부된 평가관련 사항을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4 평가(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평가 과목인 경우) 

5 강사님께서 준비하여 주실 사항

강의 교재 원고(소정의 원고료 지급)
※ 교육 과정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인 교재(부교재)원고는 강의일 3일 전까지 제출

교육 기자재 활용 여부

※ 교육 매체 활용이 필요하시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 파워포인트, OHP, 유인물, 기타

- 기자재 준비(강사님 지참 또는 교육원에서 준비 여부)

강사 소개 약력 카드 작성 협조

※ 붙임 소개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원에 기출강하신 경우

(1년 이내)에는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참고 자료

교육 과정 안내서

교육생 현황

- 교육대상 및 인원, 연령 분포도, 직급별 현황, 학력 등 세부 사항 기재

강사비 지급

※ 강사료는 정부 예산편성 기준 단가에 따르며, 계좌 번호(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시면 입금 조치 됩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 육 기 관 장

과장 O O O , 사무관 O O O , 담당 O O O (T. 02-500-8542 / HP. 011-222-3333)
e-mail : trainin@coti.co.kr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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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과정 안내서 (예시)

빔 프로젝트, 음향라인, 포스트 잇, 요모조모 스티커
기타

필요 사항

1. PPT 매뉴얼 자료를 통한 Teaching
2. 참가자 중심의 체험적인 Spot기법
3. 간단한 학습도구를 통한 활동적인 게임기법

학습 방법

1. 효과적인 Opening하기
2. 감동적인 Closing하기
3. 재미있는 Spot기법들 마스터하기
4. 토론과 대화를 위한 기법들

학습내용

1. 강의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Spot기법 맛보기
2. 긴장감과 서먹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Ice break 체험하기
3. 강의 중 참가자를 하나의 팀으로 구축해가는 기법

학습 목표

○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및 정부투자기관의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40명

○ 교육 공학에 대한 전문적 체계는 없으며 직무 지식을 갖추고
보직 이동에 따라 조직 내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음

교육 대상

강의식: 0.5H, 
참여식 :1.5H

2시간

강의 시간OOO 소장담당 강사

SPOT강의
교과목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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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생 분석 현황 (예시) 

000 과정 교육생 분석현황

1. 교육 인원 : 25개 기관 40명 (중앙 20, 자치단체 16, 민간 4) 

2광주광역시1농촌진흥청

2부산교통공단1대구광역시1기상청

1새마을운동중앙회1인천광역시1문화관광부

1한국자유총연맹2경기도3산림청

1광주광역시 소방학교3대법원2통계청

2경상북도 소방학교1중앙선거관리위원회1정보통신부

3경기도 소방학교1해양경찰청1교육인적자원부

2서울시 소방학교3경찰청1중앙인사위원회

2전라남도1국세청인원기 관 명

2. 교육생 분석
가. 직급별

4841129240

민간소방경찰7급6급5급4급계(명)

나. 근무년수 별
○ 총 근무년수 : 평균 25년(최소 6, 최고 37) 

2788113140

30년
이상

25～30
년 미만

20～25
년 미만

15～20
년 미만

10～15
년 미만

5～10년
미만

5년미만계(명)

○ 현 직급 근무년수 : 평균 3년(최소 0, 최고 14) 

312140332340

10년
이상

9년8년7년6년5년4년3년
3년
미만

계(명)

다. 연령별: 평균 45세(최연소 31, 최고령 59)

18118102040

56세 이상51～5546～5041～4536～4031～3530세 이하계(명)

※ 남 : 32명, 여 : 8명

라. 학력별

32241140

고 졸대퇴․전문대졸대 졸석 사계(명)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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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운영계획서 작성

2. 교육 시간표 작성

교과목

확인

1. 소요 예산 파악
- 강사료
- 교재비
- 숙박료, 식비, 특별 급식비
- 차량 임차료, 과정 진행비 등

비용 확인

1. 교육 내용에 적합한 강사 선정

- 전문성 여부

- 강의 기술

2. 강사와의 접촉시 알려줄 사항

- 기관 소개
- 교육 목적 및 목표
- 교육 내용 및 방법

- 교육생의 수, 

- 교육생의 특징(연령, 학력, 경력,

담당 업무 등)
- 기타

강사 선정

비고NOYES체크 사항항목

♣ 교육운영계획 수립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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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의 특성에 따른 평가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 전략에 따른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준비토록 한다. 

• 설계에 따라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설문지, 학습시험문제, 행동변화
체크리스트 등을 개발한다.

D-7
4.3.
평가 도구 개발

• 평가전략에 따라 평가도구를 무엇

으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D-8

4.2.
평가 도구 설계

• 해당 과정에 대해 어느 수준의
평가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또 언제 평가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D-10
4.1.
평가 전략 수립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 상세 내용은 Part Ⅴ. 교육평가를 활용하도록 한다. 

4. 교육평가 전략 수립

◐ 일반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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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과정의 특성과 목적/학습 목표에 따라 어느 수준에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
한 전략을 세운다.  

☞ (교육 평가 수준) 참조
☞ (신임리더 양성과정 평가전략 수립 예) 참조

평가 수준별(반응/학습/행동/성과)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들을 설정한다. 

※ 평가문항 의뢰

- 외부 강사에게 강의를 의뢰할 때는 해당 교과목별로 해당 강사에게
평가 문항을 의뢰한다.

1) 평가도구설계에 따라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2) 교육과정 운영시 교육생의 인원수에 맞춰 평가 도구를 복사하여 준비한다.

4.1. 평가전략 수립

4.2. 평가도구 설계

4.3. 평가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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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평가 수준

목표로 했던 학습이 일어났는가?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습득

학습

(Learning)
2

교육 훈련 참가자는 프로그램에

만족하였는가?
교육 훈련

참가자의 만족

반응

(Reaction)
1

교육이 경영 성과에 기여하였는가?교육 훈련 참가자에
의해 얻게 된 성과

성과

(Results)
4

학습 내용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가?
직무에서

행동의 향상

행동

(Behavior)
3

질문의 예초점준거수준

학습자의 학습 목표(지식, 기능, 태도)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이다. 이 평가는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도 하며, 교육 과정 종료후 학습된 원리, 사실, 기술,기능에

관한 이해 및 습득 정도를 평가한다. 이 수준의 평가는 일반적 의미에서 시험이라

고도 볼 수 있다.  

학습자가 학습장면에서 배운 지식, 기능, 태도가 실제 현업에서 얼마나 활용되는

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현업적용도 평가’라고도 불린다. 이 수준의 평가는 현업에

서 학습의 전이가 생겼는가를 평가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무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학습자 외에도 동료나 상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도 활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직에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
조직기여도 평가'라고도 한다. 이 평가는 매우 총괄적인 성격을 가진다. 비용효과

분석과 비용편익분석으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정당성, 
유용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방법상의 한계가 있다. 

(1) 반응 평가(Level Ⅰ)

교육의 현장에서 강의 평가 또는 과정 정리를 위해 실시하는 ‘반응도 평가’이다. 
이 평가의 목적은 교육의 효과 또는 성과를 판단하기 보다는 교육의 과정과 운영

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4) 성과 평가(Level Ⅳ)

(3) 행동 평가(Level Ⅲ)

(2) 학습 평가(Level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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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리더 양성과정 평가 전략 수립 (예시)

자체80%
외부20%

100

5

5

20

5

10

5

10

10

10

5

15

보고서, 발표

보고서, 발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발표

실습평가

객관식,영작문, 외
부평가

개인
보고서

객관식

합계

- 분임 활동

- 해외연수 보고서

- 정책 능력배양
(정책기획 연습)

- 국토순례 보고서

- 행정 종합 연습
(2차 사례 보고서)

- 개인 활동

. 독후감 미제출자 0.33점 감점
. 사이버교육 미 이수자 0.2점 감점

- 정보화 교육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 영어

- 행정 종합 연습

(1차 사례연구보고서)

- 정부 혁신과 신임 리더로서의 자세

분임

평가

(50%)

- 행정 실무 교육
※ 사무관리실무, 법제실무,

예산실무, 공무원인사제도,
홍보실무, 국회실무,행정절차,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정보
공개제도, 정부조직관리

개인
평가

(50%)

3. 지방 수습 평가(20%) = 근무 성적(10%) + 수습 보고서(10%)

1. 교육 종합 성적 = 교육원 성적(80%) + 지방 수습 성적(20%)

2. 교육원 성적 평가(80%)

구분 평가 과목 평가 방법 배점 비고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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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원고를 취합하여 편집한다. 
• 가능한 한 과정 시간표 순으로

편집한다.
D-10

5.1.

교재 개발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교육운영계획서에 따라 강사가 선정되고 나면 교재를 개발/편집한다.

5. 교재개발

◐ 일반적 활동

1) 교재 편찬대상

교재 개발 대상 과목은 시간에 관계없이 전 과목의 교재를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의 목적상 필요한 과목만 교재를 편찬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집필 의뢰

(1) 강사 섭외 시에 교재 집필도 함께 의뢰한다.
(2) 집필 의뢰 시 교육 대상자의 특성 (교육수준,  근무연수, 연령 등)에 맞는 교육

자료를 집필하고 통계 자료 등의 인용은 최신 자료를 활용토록 요구한다.
(3) 교재 집필 의뢰시 교재 및 파워포인트 교안 등에 대한 원고료 기준 및 집필 기

한, 집필 형식 등을 각 교육원의 기준에 맞도록 안내한다.    

3) 교재 편집

강사로부터 원고를 수령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재 개발을 할 경우, 일반적인 교재 개

발 원칙에 의하여 교재를 편집하여 개발토록 한다. 

5.1. 교재 개발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190



1. 교재 형식

♣ 교재의 편집 원칙

1) 표지: 과정명과 교육실행기관을 명시한다.
2) 해당 기관의 목표와 지향가치: 

해당 기관이 추구하는 비전/미션 등과 같은 조직의 방향성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 또는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유 가치나 행동규범 등을 기술한다.

3) 전체 목차: 교재 전체의 목차 또는 교육 모듈의 내용을 기술한다.
4) 모듈의 학습 목표와 내용: 모듈의 학습 목표와 내용의 목차를 기술한다.
5) 교재 내용: 교재의 본 내용을 기술한다.      

2. 교재의 구성

1) Clear and readable:
내용을 읽기 쉽고 전달력이 있어야 한다. 핵심 사항들은 강조해서 나타내고
요약, 정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Relevant: 
학습자가 교재를 통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Accurate:
최신 자료로,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인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Interesting: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하므로, 적합한 디자인, 색상과 예시를 사용
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5) Practical:
학습자는 교재를 활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있어야 하므로 좀 더 실용적이고
활용도 높은 내용으로 교재를 구성해야 한다.  

3. 학습 교재의 요건

1) 서술형 교재
- 용지규격:  B5
- 글꼴: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체
- 제목글자 크기: 15 Point
- 본문글자 크기: 12 Point
- 여백: 좌우여백 25, 상하여백 15, 글 간격 180, 머리말 및 꼬리말 15

2) 파워포인트
- 교육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글자크기를 조정하되
- 제목은 32 Point이상, 본문은 24 Point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출처: Jacqui Gough.(1996) Developing Learn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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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니즈의 확인

1) 해당과정의 교육 니즈 확인 여부

2)수행문제의 원인 해결여부

2. 학습자 분석

3. 환경 분석

4. 교과목 내용 및 교수 방법설계

1) 학습 목표 설정

2) 내용 선정 및 배열

- 운영개요확정

- 사전 과제의 필요성 여부

- 내용의 활용 가능성 여부

- 구성의 논리성 여부

3) 교수 방법의 설정

-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여부

- 자기주도학습 유도의 구성 여부

- 상호학습의 기회 제공 여부

- 참가자의 몰입 유발 여부

- 현실성/ 구체성 여부

- 경제성 여부

4) 교육운영계획서 작성

5. 예산 항목 확인

- 강사료

- 교재비

- 숙박료, 식비, 특별 급식비

- 차량임차료, 과정 진행비 등

6. 강사 선정

1) 교육 내용에 적합한 강사 선정

- 전문성 여부/ 강의 기술

2) 강사와의 접촉시 알려줄 사항

- 기관 소개

- 교육 목적 및 목표

- 교육 내용 및 방법

- 교육생의 수, 
-교육생의 특징(연령, 학력, 경력, 
담당 업무 등)

7. 과정 평가 설계

1) 학습 목표와 평가의 연계성 여부

2) 수준별 평가 전략 설정

8. 교재 개발

교육운영

계획수립

비고NOYES체크 사항항목

♣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의 설계단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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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Ⅱ. 교육운영 준비

1. 교육생 모집

2. 교육운영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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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준비 절차

1.  교육생 모집

1-1. 교육인원 배정통보

1-2. 교육생 선정 요청

1-3. 교육생 확정 통보

1-4. 학습분임조(분임연구회) 편성

2. 사전 준비

2-1. 교재 및 교육 자료 확인

2-2. 안내 자료 준비

2-3. 교육 전 강사 관리

2-4. 교육 장소 준비

2-5. 입교식 행사 준비

Ⅰ. 교육운영계획 수립

교육과정개설

Ⅱ. 교육운영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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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실시된 교육생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간교육운영계획 마련시, 각
과정별, 기관별 교육인원을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교육생을 선정한다.  

• 학습 활동에 따른 분임조를

편성한다. 
D-7

1.4.
학습분임조편성

• 교육생 명단 확정 후 기관

에 통보한다. 
D-10

1.3.
교육생 확정통보

• 해당 교육 과정의 교육생

추천을 의뢰한다. 
D-40

1.2.
교육생 선정요청

• 연간 교육운영계획에 의거

수요 조사에 따른 인원을

취합한다. 

매년
1월말

1.1.
교육 인원

배정 통보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1.  교육생 모집

◐ 일반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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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미리 파악된 수요 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교육과정별, 기관

별 교육인원 배정 결과를 1월말까지 각 기관에 통보한다.    

1) HRD담당자는 교육 입교 40일 전까지 각 기관에 통보한 교육인원 배정 결과를 참고

해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교일 10일전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2) 교육 대상자 선정 요청시에 교육 안내문(기간, 등록 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및 교육

시간표, 평가계획, 사전과제 부여)을 함께 발송한다. 

☞ (교육 신청 의뢰서) 참고

1) 교육생 명단을 통보 받으면 교육 담당자는 교육 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명단에 반영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한다.
2) 교육 대상자가 확정되면 교육생 명부를 작성한다.

(각 교육원의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3) 교육생 명부가 작성되면 개인별(또는 기관별)로 교육 안내문을 발송한다. 

☞( 교육안내문 사례) 참조

1) 교육생 선정이 완료되면 교육 과정의 특성에 따라 분임 연구회를 편성한다.
2) 분임 연구회는 교육생의 소속기관, 성별, 교육수준, 직급, 근무연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편성한다.
3) 전체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분임수를 결정하고 분임조 단위구성은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로 편성한다(7-8명 단위가 적정).

1.1. 교육인원 배정 통보

1.2. 교육생 선정 요청

1.3. 교육생 확정 통보

1.4. 학습 분임조(분임 연구회)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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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신청 의뢰서 (예시)

중앙공무원교육원

세계일류 공무원 육성을 통한 선진정부 구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00기 교수요원능력발전과정 』교육대상자 추천의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각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제00기 교수요원능력발전과

정 』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교육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중점
○ 교육 과정의 기획/설계/운영/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능력
○ 최신 교수기법학습, 개인 실습 참여자에 대한 점검/개선 기회 제공
○ 교육 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서 경험 공유

나. 교육 개요
○ 대 상 자: 민 ․ 관 교육훈련발전협의회 교수요원
○ 교육기간: 2006.11.15(수) ~11.23(목), 7일간(비 합숙) 
○ 교육인원: 40명
○ 교 육 비: 무료(단, 식비 39,000원 납부) 
○ 교육장소: 중앙공무원교육원 보람관 제3강의실

다. 대상자 추천 : 2006. 0월 0일(금)까지 아래의 서식으로 추천요망

추천순위e-mail전화번호
(핸드폰)

현직급
승진일

최초
임용일

최종학력
(학위)

주민등록
번호

성명
직위

(직급)소속

< 추천서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 대상자 확정 통보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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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안내 통보문 (예시)

제0기 공직리더 코칭능력향상 과정
- 혁신 한국, 세계 일류 브랜드로 키웁니다 -

가. 과정 성격 : 전문 교육과정
나. 교육 목표 : 

관리자의 코칭스킬 향상으로 부하육성 및 성과향상에 기여
다. 교육 대상 및 인원 : 과장․팀장급(3~4급) 공무원 17명
라. 교육 기간 : 2006. 12. 6.(수) ～ 12. 7.(목), 2일간 <비합숙>
마. 중점 교육 방향

○ 공조직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코칭스킬 실습
○ 상황에 적합한 코칭 프로세스와 기법 학습

가. 교육생 명단
○ 첨부문서(※교육생 확정 명단)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생 등록
○ 등록 일시 : 2006. 12. 6.(수), 08:00～08:50 
○ 등록 장소 : 중앙공무원교육원 보람관 3층 세미나실 앞
- 교육 수료시간은 2006. 12. 7.(금) 16:40경이 될 예정이오니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귀경차표 예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준 비 물 : 볼펜 등 학습용 필기구 등
※ 교재 및 안내자료 당일 배부

6,000원계

6,000원
중식
비

입교전일

․코드번호 : 62
․온라인 계좌입금
(교육생 성명+코드번호)
(예:『홍길동62』)

-
교육
비

제 1 기
공직리더
코칭능력
향상과정

납부마감예금주 및 계좌번호
납 부 방 법

(『입금자』기재방법)
납 부 액과정명

※ 교육생 본인이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성명이 통장에 표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기관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과정별 코드번호를 반드시 기
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정 개요

2. 교육생 명단 및 등록 절차

3. 교육 훈련 관련 경비

4. 기타

주차장이용관련
셔틀버스 이용안내

문의사항
- 기획지도과 : (☏) 02-500-8523, 8692～3 (Fax) 02-500-8525
- 중앙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 www.coti.go.kr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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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운영 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교육 1일 전

최종 확인
• 강사약력 등을 최종 확인한다.D-10

2.3.
교육 전
강사 관리

• 교육안내(리플렛)자료를 확인 한다. 
• 교육생 명찰 등을 확인한다. 

D-3
2.2.
안내 자료

준비

• 교재와 기타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한다. 
D-5

2.1.
교재 및 교육

자료 확인

• 입교식 행사를 위한 준비한다. D-1
2.5.
입교식 행사
준비

* 등록대,출석
부,시간표,분임
조표시등

• 강의장 안과 밖을 준비한다. D-1
2.4.
교육 장소
준비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2. 교육운영 사전 준비

◐ 일반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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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교재를 교육 인원수만큼 확보한다.
2) 교육 교재는 평가과목 및 3시간 이상인 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과목은 강의

요약서나 유인물로 대체한다. 
3) 교육 중 사용되는 배부 자료도 확인한다. 

1) 해당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준비한다.
2) 안내 자료의 구성은

(1) 교육안내 사항: 교육의 목표, 교육의 개요,  교육운영팀, 강사 또는 facilitator
(2) 교육 일정표

(3) 교육 생활 안내: 편의시설 이용, 자료실 활용, 기숙사, 체력단련실 안내 등

(4) 교육생 명단과 숙소 배정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안내자료 예시) 참고

3) 교육생 등록시 사용되는 교육대상자 명찰과 출석부를 준비한다.
4) 교육생을 위해 교육 과정별로 교육 과정명, 교육 장소 등이 기재된 안내 표지판을 준

비한다.  

1) HRD 담당자는 선정된 강사에게 10일전까지 강의 일정, 강의 개요, 강의실 위치 안

내, 약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강사초빙공문”을 발송한다.  
2)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명단과 학습자의 특성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관련 자

료를 송부한다.
3) 해당 강사와 협의하여 강사에게 교육매체 및 기자재 활용 여부, 차량 이용, 숙식 여

부 등을 협의하여 준비토록 한다.
4) 강사 약력사항을 바탕으로 강사 소개서를 작성한다. 작성시 장황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강사가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는 강사소개서에서 제외한다. 
(올바른 강사 소개서는 강사의 자부심과 강의 의욕을 높일 수 있고 교육생의 강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2.1. 교재 및 교육 자료 확인

2.2. 안내자료 준비

2.3. 교육 전 강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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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자료 예시(리플렛)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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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자료 예시(리플렛)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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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장 안내

교육장 현관에 교육장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문을 설치한다(입간판 등).

2) 강의장 확인

(1) HRD 담당자는 입교 전날까지 당해 교육과정 교육생의 강의실 및 분임 토의

실을 목적에 맞게 정리한다. 
(2) 교육생의 책상배열 형태는 강의식 또는 토의형태인지 파악하여 목적에 맞게

배치한다. 

☞ (강의실 좌석 배치) 참고

☞ (회의 진행 방식) 참고

(3) 강의장 안에 교과목 별로 교육매체 및 기자재 활용 여부를 파악하여, 
(4) 강의실 앞에 등록대를 설치하고, 

① 등록대 위에

- 출석부(등록 명부)
- 교육생 명찰

- 분임 구성표

- 교육안내자료를 비치하며

② 등록대 옆에 교재를 비치하여 배부 준비를 완료한다.

(5) 교육 전의 준비 사항이나 교육관련 준비물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 (교육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참고

☞ (교육 준비물 체크리스트) 참고

2.4. 교육 장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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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좌석 배치 1

• 교육생들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려하여 강의실 좌석 배치를 결정하게 된다.
• 몇 가지 가능한 강의실 좌석 배치 옵션이 있으므로 적합한 옵션을 선택한다.
• 교육 전에, 교육장소에 방문해서 원하는 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 강당/ 교실형:
고정된 좌석 배치로 진행될 경우, 주로 선택하는 좌석 배치 형태이다.
"A”형은 표준 교실형 배치로, 강사와 교육생 그룹간 커뮤니케이션만

진행된다. 
"B”형은 교실형 배치를 변형한 배치로, 교육생들과 강사간에 아이컨택트

기회를 향상시킨 형태이다. 

A 형 B 형

PP

<장점>
• 대규모 교육생들 대상 교육과정에

적합.
• 교육생들 통제가 용이함.

<단점>
• 토론하는데 제한적임.
• 모든 교육생들에게 시각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이 어려움. 

강당 스타일 형태 (A형)

<장점>
• 시각 자료를 모든 교육생들에게 보여
줄 수 있음.

• 교육생들 주목을 끄는데 용이함.
• 교생들에게 강의 중 이동하여 갈 수
있음.

<단점>
•“강의”분위기로 조성됨.
• 교육생들간에 상호작용이 어려움.

교실 스타일 형태 (B형)

출처: Geri E. H. McArdle.(1993) Delivering effective training sessions: room lay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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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좌석 배치 2

- 회의장 및 U자형 형태 :
U자 형태로 책상을 배치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활용이

어렵다. 이 배치는 18명 이하의 교육프로그램에 보통 활용된다.
책상들로 U자 형태로 배치할 때, 각각의 책상들의 길이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참여도와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다. 

P P

<장점>
• 공식적 분위기가 조성됨.
• 구조화된 느낌을 줌.

<단점>
• 토론하는데 제한적임.
• 모든 교육생들에게 시각 자료를 보여
주는 것이 어려움. 

회의장 형태

<장점>
• 모든 교육생을 강사가 볼 수 있음.
• 교육생들에게 이동할 수 있음.
• 강사와의 대화가 촉진됨.
• 모든 형태의 시각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

<단점>
• 소규모 교육프로그램에만 가능함.
• 교육생 수가 제한적임.

U자형 형태

출처: Geri E. H. McArdle.(1993) Delivering effective training sessions: room lay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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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좌석 배치 3

- 소그룹 스타일 형태(원형) :
원형 테이블 한쪽 측면에만 교육생들이 착석함으로써, 4명 정도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고 강사와 시각적 자료들을 보는데 편안하다(서로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음).
이 형태의 배치는 소그룹에 적합하고 강사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원형 테이블 활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유사한 형태로 사각 책상을 배치할 수도

있다.

<단점>
• 잡담이나 사적인 대화를 막기가 어려움.
• 그룹간 상호작용이 활발하여 시간 상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장점>
• 그룹간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적인 감정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육생들의 주목을 끄는데 용이함.

소그룹 스타일 형태

P

P

출처: Geri E. H. McArdle.(1993) Delivering effective training sessions: room lay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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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진행 방식

배치도

제한적
패널 멤버들
의 대화에 초
점이 맞춰짐.

• 주어진 주제나 이슈

에 대해 목적 지향적

으로 청중들이 보는
가운데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 3~6명 정도
회의를 진행함.

패

널

식
토

의

(Pa
nel)

중간

수준

발표자간에

대화는 없음.

• 동일한 주제나
비슷한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다른
측면, 시각에서
바라보는 각
분야에 권위 있는
2~5명의 발표자가
공식적인 발표를
함.

심

포

지

엄

(Sy
mp

osiu
m)

매우
높음

청중
참여도

• 25명 내외의 사람
들로 구성됨. 전체

모든 참석자들이 회

의를 진행하는 것으

로 동일 분야 혹은
다양한 분야에
사람들이 참석함.

목적 대화 방식

전체 그룹에
개방적으로
이루어짐.

포

럼

(For
um)

진행
방법

의장

패널 멤버

발표자
발
표
자

대
기
석

사회자

토론자

*  출처: 효과적인 워크숍을 위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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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P등의 교육 매체는 준비되었는가?

환영판(플랜카드)은 적절하게 걸려있는가?

명찰은 준비되었는가?(학습자, 강사, 진행자)

학습자용 자료가 정비되어 있는가?(교재 및 부교재, 유인물)

강

의

장

수업 형태에 따라 좌석 배치가 이루어졌는가?

음향 장치는 원활하게 작동하는가?

프로젝트 빔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강사 연단의 준비(마이크, 분필, 칠판지우개, 마커팬 등)는 잘
되었는가?

현관에 교육 과정명, 주최자명이 명시된 교육안내 게시판이
있는가?

강

의

장

외

교육안내 게시판이 교육참가자의 한눈에 들어오기에 좋은 위
치에 부착되었는가?

건물에서 자기가 찾아갈 강의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가?

강의실 입구에 과정명이 부착되어 있는가?

기

타

준

비

물

번호

숙소 명부는 준비되었는가?

입교식 식순은 준비되었는가?

문구류는 준비되었는가?

과정 시간표는 부착하였는가?

NoYes확인 항목

♣ 교육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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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물
품

진
행
관
련

교
육

관
련

강사운송 계획서

(배차 신청서)
입과 시나리오

수료 시나리오

과정 안내문

생활 안내문

강사 소개서

진행 체크 리스트

출석부(교육생 명단)
명찰 피/ 핀
진행 파일(일지)
숙소 명패

강사료 영수증

교육비 납부확인서

교재/ 부교재

유인물

설문지

평가도구

실습용 도구

볼펜

노트

전지(차트지)
갱지

칼/가위

자/풀
칼라 펜

매직

네임 펜(OHP용)
OHP필름

수정액

스카치 테이프

청 테이프

압핀, 클립

스테플러/ 펀치

봉투(대,중, 소)

문
구
류

간단한 다과

음료(커피,차 등)
강사음료

상품

의약품

호루라기

운동기구(공)
식순

국기

선서문

지시봉

카세트

비디오프로젝터

카메라/ 필름

공테잎(오디오)
공테잎(비디오)
무비카메라

VTR
슬라이드/ 필름

교
육
매
체

준
비
수
량

현
수
량

필
요
수
량

품명

준
비
수
량

필
요
수
량

현
수
량

품명

♣ 교육 준비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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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교식 계획 작성

식순,과정개요,사회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 (입교식 시나리오) 참고

3) 입교사 작성 및 보고

(1) 입교사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입교사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 인사말

- 교육과정의 실시배경과 목적 및 특징

- 교육생에게 거는 기대사항 등으로 구성하며 분량은 3-5분 정도로 한다.

4) 입교식장 준비

(1) 입교식장의 현수막 준비

(2) 정문의 현수막 준비

(3) 입교식장의 안내표지판 준비

(4) 행사장 좌석배치 및 정돈

1) 입교식 계획 수립

입교식 시간과 참석 대상 확정

(1) 입교식 시간은 교육 개시일 오전으로 하며 교육과정 등록 직후 과정 안내 및

분임원간 인사 후로 결정한다.
(2) 입교식 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로 조정한다. 
(3) 참석대상자: 교육생 전원과 교육원 간부 및 전임교수 등

5) 입교식장 행사 준비

(1) HRD담당자는 교육지원부서와 협의하여 행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2) 행사장 내부 안내요원, 행사장 입구 영접요원, 시청각 기자재 관리자 등을 배

치하여 안내 및 영접요령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5. 입교식 행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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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교식 시나리오

공식 행사

(대규모)
• 이어서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음악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애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
다.
- 일동묵념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묵념

공식 행사

(대규모)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

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 바로

국기에
대한
경례

•지금부터 제 00기 000과정 입교식을 시작하겠습니다.개식

•잠시 후 입교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이상으로 입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폐식

•이어서 본 교육원의 간부 및 교수진을 소개하겠습니다.
- 000 부장입니다.
- 000교수입니다.

직원소개

• 다음은 본 교육원 원장께서 여러분의 입교를 환영하는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입교사

•교육장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퇴장

비고진행 내용식순

* 입교식의 경우 대강당에 집합하여 공식적인 행사를 갖는 경우와 과정별로
입교식을 개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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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Ⅲ. 교육과정 운영

1. 과정안내

2. 과정운영

3. 과정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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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교 및 팀빌딩

1-1. 과정 등록

1-2. 입교식

1-3. 과정 안내

1-4. 생활 안내

2. 과정 운영

2-1. 강사 소개

2-2. 교과 운영

2-3. 생활지도 및 근태관리

교육과정 운영 절차

1-5. 팀 빌딩

3. 과정 종료

3-1. 과정 정리

3-2. 수료식

3-3. 마무리

Ⅱ. 교육운영준비

교육과정의 운영이란 개발된 교육 과정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학습자와 강사, 교육 내용의 통합을 통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설

Ⅲ. 교육과정운영

Ⅰ. 교육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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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의 안내는 본격적인 과정 시작 전 교육 담당자가
전체 교육 과정 및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학습자에게는 교육
의 목적 인식과 초기의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된다.    

• 입교식 행사를 진행한다. 15분
1.2.
입교식

• 분임조를 편성한다. 
• 교육생들간 서로 인사한다. 
•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킨다. 
• Spot게임을 통해 분위기를

유도한다.  

30-
40분

1.5.
팀 빌딩

• 교육 시설과 생활을 안내한다. 5분
1.4.
생활 안내

• 진행자를 소개한다. 
• 교육 과정의 목적과 목표,
• 구성 내용, 교육평가 내용,
교육에 임하는 자세 등을

안내한다. 

10분
1.3.
과정 안내

• 교육 참가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한다. 
• 명찰, 교재 등을 준비한다.  

30분
1.1.
과정 등록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1.  과정안내

◐ 일반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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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대 준비 및 준비물 배열

(1) HRD 담당자는 교육생 등록시간 전에 행사장에 도착하여 교육생 등록 및

입교식 실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한다.
(2) 명찰은 찾기가 용이하도록 일련번호, 가나다순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 배열

하고, 
(3) 미리 준비된 배부용 교재, 교육과정 안내서, 명찰, 필기 도구 등을 준비한다.

2) 등록 접수

(1) HRD 담당자는 교육생이 도착하는 대로 교육생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등록

부에 등록하도록 안내한다.
(2) 교육생이 등록을 완료하면 교육안내 자료, 교재, 명찰을 교부하고 교육 기간

동안 항상 패용하도록 안내한다.

3) 등록현황 보고

교육생 등록이 완료되면 미등록자 명단과 미등록 사유를 확인하여 등록현황 보고

자료를 준비한다.

1) 사전 준비

(1) HRD 담당자는 입교식 20분전 에 교육원내 참석자를 안내한다.
(2) 출석 확인 후 자치 회장을 선임하여 준비토록 한다. 

2) 예행 연습

입교식 전에 환영 자막, 국민의례절차 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행연습을

한다.

3) 입교식 실시

교육 과정의 특성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입교식을 실시한다.

1.1. 과정 등록

1.2. 입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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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 점검

(1) HRD 담당자는 학습자들이 교육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교육장에 와 제반

사항들을 점검한다.
(2) HRD 담당자는 교육생이 도착하는 대로 준비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사전

에 명찰을 준비하고 분임조 편성표를 개시한다. 
(3) 정시에 교육 과정을 시작하도록 한다.

2) 과정 진행

(1) 진행자 자신을 소개하도록 한다.
(2)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 또는 안내 팜플렛으로 교육 과정의 목적과 학습 목표, 

전체 내용, 시간표, 과정 평가방식 등을 설명한다. 
- 교육 목표의 공지는 학습시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학습 목표는 교육 훈련의

전체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시켜줌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교육 훈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

명하게 공유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 교육의 전체 내용과 흐름을 설명한다.
- 과정 시간표를 설명한다. 
-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평가 내용과 평가 방법을 안내한다. 

☞ (과정소개 자료 예시) 참고

1) 교육 중 학습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 규칙에 대해 안내한다.
2) 근태관리 사항 및 유의 사항들을 안내하고 위반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3) 교육장의 주요 안내시설 등을 알려준다. 
4) 일반 생활은 자치회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기본예절 안내) 참고

☞ (공무원 교육성적 평가 규정상 근태 평정표) 참고

☞ (외출원 양식 예시) 참고

1.3. 교육 과정 안내

1.4. 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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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소개 (예시)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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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소개 (예시)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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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예절 안내

• 인사 예절
- “반갑습니다”하고 먼저 인사합니다.

• 통화 예절
- 시간 중에 핸드폰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흡연 예절
- 교육원 모든 건물 내부(화장실 및 숙소 포함)는 금연구역이므로 건물외부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합니다.

• 강의장 예절
- 교육시작 5분 전에 강의장에 도착하고 교육 후에는 주변을 정리,정돈합니다. 

• 숙소 사용 예절
- 교육원은 모든 직원이 다 함께 사용하는 곳입니다. 
- 숙소내의 슬리퍼는 숙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 아침에 나오기 전에 침구와 개인물품을 정리정돈 합니다.

1) 팀 빌딩의목적

교육 과정의 특성에 따라 집단 학습이나 토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 과정

시작 전에 분임단위(6-8명 단위)로 조를 편성하여 팀을 형성하도록 한다. 팀이 형성

되면 효율적인 팀 토의나 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요구된

다. 따라서 과정 시작 초기에 이들에 대한 원만한 관계 조성을 위해 팀 빌딩을 하게

된다.

2) 팀 빌딩의방법

(1) 팀 단위로 팀 활동을 진행한다.
(2) 팀 활동의 내용

- 자기 소개와 교육 참가에 대한 소감 교환

- 리더의 선출

- 역할분장 (총무, time keeper)
- Ground rule 설정

- Spot 게임 등을 통해 교육 초기의 어색함을 없애도록 한다.

☞ (팀빌딩 운영 방법) 참조

1.5. 팀 빌딩(분임토의, 자치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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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교육성적평가 규정상 근태 평정표 (예시)

0.30.50.8귀원시간 지참

1. 감점합계가 5점 이상이면 퇴교 처분한다.
2.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점하지 않으며,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표상 감점점수의 2분의1을 감점한다(이 경우 감점은 소수점 이하 둘 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가. 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공가 일수

나.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특별휴가일수 중 다음에서 규정한 일수

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기간

3. 결강, 조퇴, 이석, 지참, 외출은 시간당 계산

기

타

사

항

0.20.250.3무단결강, 조퇴, 이석, 지참, 외출

1.52.02.5무단결석

학

습

생

활

0.2

2.0

2.0

0.5

0.1

0.1

0.2

2.0

0.02

0.2

0.5

0.3

2.5

2.5

0.8

0.1

0.1

0.3

2.0

0.03

0.3

0.8

0.4

3.0

3.0

1.0

0.2

0.2

0.4

2.0

0.04

0.4

1.0

기타 지시 사항 불이행

공무원 품위 손상, 실내 음주, 도박, 질서 문란 등

무단 외박

무단 외출

인원 파악시 무단 불참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 및 학습태도 불량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승인 받고 결강, 조퇴, 이석, 지참, 외출

승인 받고 결석

물품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합

숙

생

활

등록시간 지참등록

1. 교육 종합성적 = 교육원 성적(80%) + 지방 수습성적(20%)

2. 교육원 성적 평가(80%)

구분 평가 과목 평가 방법 배점 비고

7본인결혼

일수대상구분

2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2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3배우자출산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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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출 원

과정장담 당결
재

외 출
원

결 석

제 기 과정
분임 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시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2. 사 유 : 

위와 같은 사유로 ( )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귀하

외 출
증

결 석

제 기 과정
분임 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시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2. 사 유 :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외출․결석을 하락하오니 본 증은 귀원 즉시
담당자에게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500-0000) 

중앙공무원교육원과정장

※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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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빌딩 운영 방법

교육 과정에서의 팀 빌딩이란 학습자간의 상호 이해와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교환
을 위하여 과정 초기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분임단위로 소규모
의 소집단을 형성하여 상호 의사 소통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팀 학습(팀 과제
수행, 팀 토의)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목적에서 실시된다. 일반적인
팀 빌딩 과정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상호 인사 및 자기 소개
교육의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자기소개(소속, 직급, 현재 담당업무 등)를
하고 교육에 대한 기대감등을 발표토록 한다.

2. 팀 형성
분임조 단위로 아래의 활동을 하도록 하여 전지를 배부하고 논의 결과를 작성해서
팀 별로 발표토록 한다.

1) 팀 리더 선임
- 분임 단위의 리더를 선출한다. 
- 리더는 분임 단위의 장으로 토의를 진행하거나 팀들의 교육 중 불편 사항을 과
정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등 팀의 대표 역할을 한다.

2) 팀 구축: 학습팀 명과 역할 분담
- 선정된 팀 리더가 주관하여 팀 학습과정에 필요한 역할들을 분담한다.  
- 필요한 역할들: 총무, 발표자, time keeper등이며 필요에 따라서 팀원들이 정
하도록 한다.

3) Ground rule 제정
- Ground rule이란 회의나 분임토의 등의 진행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
켜야 할 기본 규칙을 말한다.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지
키기로 약속하는 기본 규칙을 만듦으로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팀원들이 한-두 가지 정도 학습과정에 필요한 규칙을 제안하도록 하여 4-5가
지를 정하도록 한다.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학습태도, 시간관리, 의사소통
규칙 등이다. 

3. Spot 게임 실시
팀원들간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조성으로 학습 증진 및 사고의 유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간단한 게임을 하도록 하여 팀원들간의 상호 친밀감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게임은 가급적이면 학습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미리 준비를 하여 HRD 담당
자가 진행하도록 한다.  

*출처: 이영민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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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 게임

집단 활동이나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team 활동의 warm-up과 학습 분위기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ice breaker), 컨센서스의 중요성 인식과 그룹활동에 있어서의
ground rule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할 때(team building) 사용하는 간단한 게임을 spot 
게임이라고 한다. 이러한 spot은 생소한 사람의 초기모임에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
게 하며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원활하고 자연스런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을 진행하는 운영자에게는 필수적인 스킬이다. 과정시작 전에 간단
한 spot game을 통하여 교육분위기를 즐겁고 부드럽고 실제적인 분위기로 바꾸어야
한다. 

교육시작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opening spot:

1. 음악을 틀어준다.
강의나 모임 전의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는 경쾌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전환이 가능하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 음악의 선택
은 전체 모임이 끝날 때까지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2. 밝고 건강하게 인사하라.
강의나 모임 전 참가자와의 인사나 명함교환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강의 중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특히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나 참가자들이 앉아있는 실내 장소
를 돌아다니며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거나 악수 혹은 가능하다면 가벼운
허깅까지 할 수 있다면 최상이다.

3. 강의 전에 무엇인가 몰두하게 하라.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은 10-15분전에 도착하여 물끄러미 앉은 채로 시작하기를 기
다린다. 이때 간단한 과제나 설문 조사지를 주어 무엇인가에 참여케 하는 것이 좋
다. 참가자들의 생각이나 요구와 필요 그리고 그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수 있다. 또는 전체 모임이나 세미나의 주제와 연관된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4. 명함을 나눠준다.
교육에 먼저 온 사람들끼리 명함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진행자가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가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교환하면서 주도적으
로 교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 교제권을
확대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기분 전환을 위한 퀴즈를 낸다.
10-30분 정도 빨리 도착한 사람들에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고통일 수
있다. 두뇌체조를 위한 간단한 퀴즈나 퍼즐 문제를 한 페이지 정도 준비를 하여 풀
도록 하고 시작시에 정답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출처: 이영민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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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안내 체크리스트

1. 강의실 안내판 확인

2. 등록대 확인

- 교재 및 부교재,유인물

- 등록 확인서

- 명찰

등록시

1. 입교식장 확인

2. 입교식 준비물 확인

3. 입교식 예행 연습

4. 입교식 실행

입교식

1. 자기소개

2. 과정 안내
- 과정 목표

- 과정 흐름

- 교육 내용

- 협조 사항

3. 생활 안내

4. 팀 빌딩

과정 및

생활 안내

비고NoYes체크 사항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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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시작되면 HRD 담당자는 강사를 소개하고 과정을 강사에게 맡기고 효과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사와 교육 참가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 분임토의를 운영하고 평가한다.교육 중
2.3.
분임토의 진행

• 교육생들의 생활지도를 통해
원만한 교육의 진행을 유도한

다.
교육 중

2.4.
생활지도 및

근태관리

• 교과운영을 모니터링하고 강사

와 교육생에 대한 지원을 한다.
교육 중

2.2.
교과 운영

• 교과목별로 강사를 소개한다.시작 시
2.1.
강사 소개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2. 과정운영

◐ 일반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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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응대법 예시) 참고

1. 강의 자료 준비

강의 시작 전 강사의 강의자료나 강의활용 시 사용할 매체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강
사가 강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강사 소개 준비

(1) 교육 시작 전에 자치회장에게 강사소개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회장이 강사를

소개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2) 강사소개는 성명과 소속을 알리는 정도가 바람직하다

(강사의 전문분야나 경력들은 강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강사 소개

강사 소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소개할 강사의 약력은 반드시 강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2) 강사의 강점 또는 장점이 자연스럽게 소개되도록 한다.

☞ (강사 소개 예시)참고

4. 강의 종료 후

(1) 교육 담당자는 강의 종료 전에 강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강의가 종료되

면 강사의 노고, 열강에 감사를 표시한다.
“좋은 교육내용으로 열강을 해주셔서 교육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 컴퓨터에 설치된 강사의 교육자료 회수를 도와주고 강사를 배웅한다. 

2.1. 강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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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응대법

강사가 도착하면 강사 대기실 등 적당한 장소로 모시도록 한다.

1) 도착하였을 때, 간단한 인사와 예를 표한다.
2) 간단한 차를 준비하도록 한다.
3) 교육 중에 필요한 교보재를 최종 협의하고 강의 직전 점검한다.
4) 강의 시작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정의 특징, 교육생의 분위기, 사전 협의시와

는 다른 변경 사항, 교재 전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하여 강사를 불편하게 하거나 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을 방

해하지 않도록 한다. 
6) 강사가 가지고 온 파워포인트 자료나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강의장에 미리 설치

하여 둔다.
7) 시간이 되면 강사를 강의장으로 안내하고 소개한다.
8)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가능한 방청을 하며 필요한 교육지원과 필요에 따라 강의

흐름을 조정해주기도 한다.
9) 강의가 끝나면 수고의 뜻을 전하고 대기실 등으로 모시고 가 음료 등을 접대한다.
10) 강의에 대한 감상을 교환한다.
11) 추후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약속한다.

♣ 강사 소개 사례

1. 원외 강사
(강의 제목)

이번 시간은 ○○○ 과정으로 이 ○○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경력 사항)

이 ○○ 교수님은 ○○○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사에서
○○○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소속 기관/현 직책⋅직위/모신 이유)
현재는 ○○ 대학교 ○○학과 교수로 계시며 ○○○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또한 이런 강의를 공공기관에서 많이 해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내 강사
(강의 제목)

이번 시간은 효율적인 ○○○ 시간으로 김 ○○ 과장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
다.

(경력 사항/소속/현 직책⋅직위)
김 ○○ 과장님은 현재 ○○○에 근무하시며 ○○○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
하였습니다.

(모신 이유)
외부 강사가 전달할 수 없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라 생각됩니다. 큰 박수
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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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내용 모니터링

(1) HRD 담당자는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과정내용을 모니터링 한다.
- 교육 담당자는 강사의 강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경청하

고 강의내용과 교육 목표와의 부합여부, 강의 기법, 교육생의 태도와 반응

등을 체크한다.
- 휴식 시간에는 강사 및 교육생과의 접촉을 통해 모니터링 내용을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강사의 강의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강의 내용과 교육 목표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 교육생들의 반응을 직접 알려주거나 담당자가 판단한 내용을 강사에게

직접 요청한다. 
☞ (교육 참가자가 집중하지 않을 때의 조치 사항) 참고

☞(강의 체크리스트) 참고

2) 교육과정 설문조사

교육과정의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 (강사 및 모듈평가 설문서 예시) 참고

3) 강의장 관찰

(1) HRD 담당자는 해당 교육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강의장을 관찰

한다.
(2) 강사와 교육생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관찰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

록 한다.
- 강의장 정리정돈

- 기자재나 교구비치

- 화이트보드, 보드마커의 공급

- 교육자료 배포

- 교육생 건강상태 확인

- 강사의 협조 요청에 대한 지원

- 강의 내용 및 흐름 파악

- 학습자의 반응 및 강사태도

- 교육시간 관리

4) 시간 관리

(1) 학습 시간은 설계된 교과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2) 식사시간 관리는 모든 관계자에게 공지한다.
(3) 식사시간 중에는 교육생들과 같이 식사하며 교육 분위기와 관련된 대화를 하

여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과 강사의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2.2. 교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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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참가자가 집중하지 않을 때 조치 사항

• 쉬는 시간을 넉넉히 주어본다. 
• 강의를 뒷자리에서 청강해보자.
• 수업에 함께 참여해본다.
• spot게임을 활용해본다.
• 잠시 주제를 다른 것으로 돌려보자.
• 야외로 나가본다.
• 스트레칭을 같이 해본다.
• 건강박수를 유도한다.

- 합장박수: 열손가락을 일치시켜 서로 힘차게 부딪치는 박수로 스트레스 해소

와 전신 혈액순환을 돕는다.
- 손바닥집중치기: 손가락을 쫙 펴고 약간 위로 젖힌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치는

박수로 내장기능을 자극한다.
- 주먹박수 치기: 주먹을 쥔 후 손가락부분이 마주치도록 박수를 치는 것으로

두통, 견비통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
- 손가락 박수치기: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만으로 마주치는 방법으로 심장과 기

관지를 자극한다.
- 손목박수치기: 손목부위인 손바닥 끝부분을 마주치는 동작으로 방광을 자극

한다.
- 손등박수치기: 손등을 때리듯 치는 박수는 허리를 강화시켜 척추 건강에 도움

이 된다.    
• 간단한 요가 동영상을 활용하여 같이 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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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체크리스트 (예시)

※평점 기준: 
“1” (매우 미흡), “2”(미흡),  “3”(보통) “4”(우수), “5”(매우 우수)

강의 일시: 

개선점

음성

동작

종결

자료의

흥미

자료의

명확성

도입

/517. 성의, 열성, 박력(자신감)의 정도

/516. 말의 속도, 크기의 적절성

/100합 계

/515. 발음의 명료성, 억양의 적절성

/512. 제스처(동작)의 적절성

/511. 자세, 태도, 표정의 적절성

강
의

전
달
력

/510. 효과적인 결언

/56. 교재의 준비상태

/105. 강의 내용 전개의 논리성, 체계성

/104. 중요점 망라(중간 확인, 요약, 강조)

/103. 핵심적인 개념

/52. 강의 개요(overview)

/51. Motivation의 적합성

강
의
진
행

/5

/5

/5

/5

/5

평점

14. 어휘, 표준어 사용

13. 시선 배분, 눈맞춤의 적절성

9. 적절한 요약

8. 교보재의 적절성

7. 적절한 실사례 사용

교수기법 및 강의내용

장점

항 목

강의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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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및 모듈평가 설문서 (예시)

※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매우 동의한다)까지 숫자 중 하나를 골라 체크
해 주십시오.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과정의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한 교육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생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 과정의 ○○개 교과목에 대하여 성의 있는 의견을 바랍니다. 

4.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강의 기법(적절한

기자재) 등을 구사하였다. 

6. 교육 내용/강사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강의였다. 

5. 질의, 응답 및 토론 등 강사와 교육생간 원활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졌다.

3. 강사는 관련 지식이 풍부하여 교육 내용을 적절하게

전달하였다.

2. 강의 주제와 내용이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수준이었다.

54321

척도

1. 필요한 교과목으로 앞으로의 업무 수행과 자기계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교과목 및 강사평가 수시 설문서 (예시)

7. 특별히 유익했던 교과목은? (복수 응답 가능) 

8. 본 교과목의 강의 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함 ② 연장 필요 ③ 단축 필요

9. 위 교과목에 대한 대체 강사를 추천한다면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추가를 요하는 교과목과 추천하고 싶은 강사가 있다면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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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및 모듈 평가 설문서 (예시)

※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매우 동의한다)까지 숫자 중 하나를 골라 체크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모듈을 담당한 강사 및 모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번호를 아래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11. 열성적이고 힘있게 학습 과정을 이끌었다.

7. 교육 보조자료를 활용하는 기술(칠판, 플립차트,비디오, TP의 사용 등)은 적절하였다.

6. 교육 진행시 시간 배분(전달 내용의 조직화, 설명, 실습, 과제 부여 등)은 적절하였다.

9. 적절한 질문과 사례의 제시, 학습자에 대한 격려와 지원 등을 통해 학습 과정을

참여적으로 만들었다.

8. 강의 방식(강의 속도, 언어 구사, 음량, 제스처 등)은 적절하였다.

10. 교육 중에 제기된 질문에 잘 응답하였다.

4. 수업 준비도는 충분하였다.

12. 학습자들의 문제나 관심사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해주었다.

5. 학습자의 이해도나 현실성에 비교해 볼 때 강의수준은 적절하였다.

3. 학습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2. 교육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54321

척도

1. 강의 내용이 과정 및 과목 목표와 일치하였다.

I. 본 모듈을 담당한 강사에 대하여

* 강사에 대해 추가하고 싶은 사항은?

좋았던 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선할 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모듈에 대해 추가하고 싶은 사항은?

좋았던 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선할 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안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본 모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3. 나에겐 새로운 개념과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2. 나의 관심사 및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주제였다.

54321

척도

1. 전체 프로그램과 잘 통합되는 내용이었다.

II. 본 모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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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의 안내
토의 프로세스, 토의방법, 발표자료 작성, 시간안내 등을 한다.

3) 토의
① 절차에 따라 토의토록 한다.
② 토의 시간을 명확히 알려준다.

- 문제 접근

- 문제 분석

- 대안 모색

- 발표자료 작성

4) 발표 및 공유
①토의가 완료되면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하고 발표토록 한다.
②상호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평가
토의 내용과 발표태도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한다.  

1) 주제 선정
교육 관련 주제를 사전에 선정한다.

☞ 분임토의 운영은
“분임지도 평가매뉴얼”과 “생산적인 분임토의 및 발표방법 매뉴얼” 참고

2.3. 분임토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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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인 분임토론 및 발표방법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 분임원이 함께 문제의 본질을 분석⋅파악하고 논의된 의견을 정리⋅집약하여
발표함으로써,  

• 상호간의 의견 비교와 공동 이해를 통해 학습효과 심화, 문제해결역량 제고, 
갈등해결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 교육생들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참여교육을 학습하고 실천하게 한다.  

• 분임원들의 공통된 관심 사항을 집약하여 선정한다. 
• 추상적인 주제를 배제하고, 학습효과가 클 수 있는 구체적이며 대표성 있는
주제와 사례를 선정한다.

- 국가적 현안과제나 사회적 쟁점사항
-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 사례 등

1) 주제 선정

• 분임장, 연구장, 발표자, 기록자를 선정한다. 
•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역할과 의견 제시에 참여하도록 한다. 
• 분임원간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 토론절차는 분임실에 게시된 분임토론 진행절차에 의한다. 
• 효과적인 토론을 위하여 분임 지도교수의 자문과 지도를 받는다.

2) 토론 방법

• 모든 분임원들이 다음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상호 신뢰와 존중
- 모든 분임원 참여와 발언
- 상대방에 발언기회 부여
- 주제에서 이탈 금지
- 질서유지와 발언시간 엄수
- 발언 내용의 비밀보장
- 자신의 감정 다스리기

• '분임원의 권리와 의무'를 선서하고 실천한다. 

3) 토론 규칙

1. 분임토론 목적

2. 분임토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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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인 분임토론 및 발표방법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 추상적, 원론적, 구호적인 내용들을 배제하고,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한다. 

• 제시된 토의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다각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분임원이 토론한 내용을 기술한다. 

• 분임 보고서 작성 양식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론-본론-결론' 형식으로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한다.

• 분임 보고서는 분임원의 협동적 산물임을 명심하여 한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도록 한다.

• 발표자는 분임원의 토론 결과를 대표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고, 성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발표자 개인의 생각과 입장 전달 지양
• 발표 예의를 지킨다.

- 복장, 언어, 행동, 규칙준수 등
• 규정된 시간을 엄수한다. 
• 청중들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 등을 사용한다. 
• 분임토론 평가 기준에 유의한다. 

* 파워포인트작성 원칙
￭ 명백, 간결, 논리적일 것
￭ 7 X 7 원칙: 7단어 7줄
￭ 글자 크기는 크게: 24포인트 이상
￭ 화려한 포장보다는 내용을 충실하게

3. 보고서 작성

4. 발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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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인 분임토론 및 발표방법

*출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 분임원 협동성
◦ 자료 준비의 충실성
◦ 토론일지 정리상태

준비
충실
(20)

점수강평내용
소단위대단위

평가기준

◦ 공통관심사
◦ 적절성
◦ 대표성
◦ 구체성

주제
적합성
(20)

◦ 다각적 접근분석도구
◦ 구체적 행정현장성
◦ 독창성

문제
접근능력
(20)

◦ 대안비교 합리성
◦ 단계적 대안모색
◦ 실현가능성

대안
모색의
합리성
(20)

보
고
서

평가자:

◦ 단정한 복장
◦ 공손한 언어
◦ 청중에 대한 예절
◦ 응답 태도

◦ 명확성(발음 등)
◦ 정확성
◦ 일관성
◦ 효과성(내용전달) 
◦ 청중의 호응성
◦ 시간 및 규칙 준수

◦ 논리적 분석력
◦ 조직성
(치밀한 구성) 
◦ 인용자료의 충실성

주제:

태도
(40)

전달
(60)

문제
분석능력
(20)

발
표

분임명:

합계 100%

분임평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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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운영 담당자는 교육과정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태관리 사

항을 교육생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그에 따른 생활지도를 철저히 한다.

2) 학습 및 합숙생활에 있어서 교육생 유의사항 및 근태관리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성적 평가규정에 의한 근태 평정표에 따라 조치한다.
- 교육생 유의사항 위반시 교육생 본인으로부터 사유서를 받고 교육원장의 결재

를 거쳐 교육성적 평가규정의 근태 평정표에 따라 조치한다.
- 부득이한 조퇴, 결석, 결강, 외출, 외박사유 발생시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교육

운영 부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3) 퇴교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의 사유서를 받고 기관장의 결재 후 퇴교 처분하며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소속기관장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하여 퇴교 조치된 교육생을 징계한다. 
(다만 임용 전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은 유급처분이 가능하다.)

♣ 퇴학처분 사유

공무원 교육 훈련 법 시행령

1)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 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할 때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 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6) 질병 기타 교육대상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2.4. 생활지도 및 근태관리

제 20조 (퇴학처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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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운영 체크리스트

1. 강사소개서

2. 기자재 준비물

3. 모듈 평가 설문

준비물

1. 강사 출입 확인 조치

2. 강사 접대

3. 강사 소개

강사

관리

점검

사항

수량

1. 사진 촬영

2. 교육 분위기 파악

3. 교육생 불만/ 건의 사항 발견, 조치

4. 생활지도

(준수사항, 생활태도 평가)

5. 교육 시간별 준비 사항 점검

6. 기자재 준비

7. 강사료 확인/지급

8. 간식야식 신청/지급

9. 강의 방청(모니터링)

- 강사태도 점검

- 교육생 반응 점검

- 교육 내용 점검

10. 숙소 불편 사항 확인 / 조치

11. 교육장 정리

12. 환자 확인 / 조치

과정

운영

및

생활
지도
점검
사항

비고NoYes체크 사항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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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정리는 참가자에게 교육 과정 중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교육 과정을 계
기로 자기계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기 부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무리 시점에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과정을 종료하고 강의장 정리

등 마무리를 한다. 
교육 후

3.3.
과정 마무리

• 공식적인 수료행사를 진행한다.교육 중
3.2.
수료식

• 교육 종료 후에 학습평가나
만족도평가를 실시한다.교육중

3.1.
과정 정리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3. 과정종료

◐ 일반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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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학습평가

평가를 실행하는 과정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지켜져야 한다:
(1) 평가 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종료 전 예령을 하고 시험시간에 칠판 등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답안지를 먼저 배포하고 시험지를 나중에 배포한다. 
(4) 평가 종료시에는 시험지와 답안지 모두 제출토록 한다.
(5) 평가 시험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의 성격을 확인한 후 질문에 대해

대답한다.
(6) 평가시 기록을 남겨두고 추후 평가실행 때 참고하도록 한다.

1) 과정 종료안내

(1) 전체 강의가 종료된 후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2) 종료 시점에서 과정 전체를 리뷰 하여 전체 일정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

고 학습 과정에 몰두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달한다. 
(3) 과정 종료 시간에 해야 할 내용들을 안내한다. 일반적으로 과정에 대한 평가, 

교육과정 평가설문지, 수료식, 종합 정리로 진행한다.

3) 반응평가 설문요령

(1) 설문 조사는 학습 종료 후, 학습자에게 즉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육 운영자가 설문을 배포하기 전에 과정 전체를 리뷰하고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학습자에게 주고 전체적인 요약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학습자에게 설문 조사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작성시간을 사전에 미리 설정해두고 “몇 분간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작

성시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4) 종료 후 빨리 돌아가고 싶어 서두르지 않도록 한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설

문이 작성되도록 한다. 
(5) 설문서를 사전에 배포한다거나 최종일 오후에 주어 돌아 갈 때까지 작성하도

록 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3.1. 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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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료식 준비

(1) HRD 담당자는 수료식 3일전까지 일시, 장소, 참석자 결정 및 수료식 순서 등

을 포함한 수료식 행사 계획을 수립한다.
(2) 담당자는 수료 1일전까지 성적 우수자, 공로상 대상자 결정 등 필요한 준비를

완료한다.
- 수료자 결정, 수료증 준비, 수상자에 대한 상품 등 준비

- 수료사, 격려사 등 준비 (수료사,격려사는 연사에게 1부, 행사장 연단에 1
부 비치)

- 행사 안내표지판 제작: 현수막, 입간판 및 모니터 등

- 행사 진행요원 선정: 상장, 수료증, 상품전달자(2명)
(3) 담당자는 행사 전일 및 당일 행사 전에 원내 간부 ,교수 등에게 수료식 행사의

참여를 메일 또는 유선으로 요청한다.
(4) 행사 당일 수료식 행사는 10-15분 전에 수상자, 수료자등과 예행 연습 실시하

고 참가자에게 행사 순서를 안내한다.

2) 수료식 실시

당해 교육 과정의 과정장이나 담당자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료식 행사 진

행을 한다.
☞ (수료식 진행 예시) 참고

수료식을 해야 하는 과정(중⋅장기 과정 등)의 경우에는 수료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

요하다. 

3.2.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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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식 진행 (예시)

1. 개회선언
- 지금부터 000과정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 국민의례
-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시상
- 다음은 시상이 있겠습니다. 

4. 수료증 수여
- 다음은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료증은 연수생을 대표해서 학생장에게 수
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낭독)

5. 격려사

6. 폐회 선언
- 이상으로 000과정의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3. 마무리

1) 과정 정리

지급품 및 부착물을 회수한다.

2) 환송

(1) 강의장 문 앞에서 참가자들을 환송한다.
(2)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나누고 보내도록 한다.

3) 사후 정돈

(1)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활용한 교육 장소, 전산실, 및 기자재 등을 정리한다.
(2) 차기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자료 및 기자재 등을 보충한다.
(3) 교육생이 교육 장소 및 숙소 등에 물건을 놓고 가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생에

게 연락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243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 과정 종료 체크리스트 (예시)

수량

1. 모듈평가 설문

2. 강사평가 설문

3. 학습평가 문제지

4. 반응평가 설문지

준비물

1. 참석자 사전 안내

2. 준비물 확인

- 수료식 식순

- 수료사

- 수료증

3. 수료식장 확인

- 부착물

- 마이크

- 보조 진행자

- 수료증, 상장, 
부상품 등

수료식

1. 환송

2. 강의장 정리

- 부착물

- 전원 등

- 학습자료 수거

3.개선사항 메모

마무리

비고NoYes체크 사항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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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Ⅳ. 교육과정 결과 정리

1. 교육과정 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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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결과 정리 절차

1. 교육과정 결과정리

1-1. 교육수료자 해당 기관 통보

1-2. 결과 보고

1-3. 행정업무 마무리

1-4. 과정 리뷰

교육 종료 후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리뷰와 과정평가 내용을 정리하여
개선점을 찾고 향후 교육운영에 반영한다.  

교육과정 개설

Ⅲ. 교육과정운영

Ⅰ. 교육운영계획 수립

Ⅱ. 교육운영준비

Ⅳ. 교육과정 결과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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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정리를 통해 과정 결과를 해당 기관에게 통보하고 과정운영에 대한 결과를
리뷰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전체 운영과정 리뷰, 개선점을

정리하여 HRD 담당자 매뉴얼에

수정 사항을 반영한다.
D+10

1.4.
과정 리뷰

• 강사DB 정리나 경비 처리 등의
행정 업무를 마무리한다.D+7

1.3.
행정업무 마무리

•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한다.D+10

1.2.
결과 보고

• 교육생 수료명단과 평가 결과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 통보한다.D+7

1.1.
교육 수료자

해당 기관 통보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1.  교육과정 결과정리

◐ 일반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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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완료 후 7일 이내에 당해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의 명단을 정리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교육생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2) 교육생 성적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의 경우, 교육생의 성적을 확인하고 교육

생 명단에 첨부하여 통보한다. 

1) 교육과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교육과정에 대한 참가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교육과정 평가결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정 운영의 요약

- 학습 평가 결과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였다면 비교자료 포함)
- 과정 만족도설문 결과의 요약

- 과정의 개선 방안

- 과정 참가자 분포

- 참가자 명단

1) 교육과정 완료 후 7일 이내에 당해 교육 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의 강사, 약력, 강사

평 등을 포함한 강사DB를 보완⋅정리한다.
2) 출강한 강사에 대해서는 강의가 완료된 후 2일 이내에 강의 및 원고료를 산정하고

경리부서에 강사료 지급의뢰서를 송부한다.
3) 출강한 강사에 대하여 교육에 대한 반응과 차후 개선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까지 포함하여 감사의 글과 함께 피드백을 한다. 

1.1. 교육 수료자 해당 기관 통보

1.2. 교육과정 평가 결과보고

1.3. 행정업무 마무리

1) 담당자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있었던 시행 착오나 아이디어 등을 향후 교육 과정

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 보완에 활용한다.  
2) 교육의 관리⋅운영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한 작업이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1.4. 과정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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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결과정리 체크리스트

일정

1. 수료자 명단 작성

2. 수료기관 통보

교육 결과
해당 기관
통보

1. 설문 취합

2. 설문 결과 분석

3. 학습평가 채점

4. 성적 집계

5. 설문결과 보고서 작성

-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결과 보고

1. 강사 DB 정리

2. 강사료 산정

3. 경비 정산(영수증 등)

행정업무
마무리

1. 과정 리뷰

2. 개선점 파악

3. 매뉴얼 보완기록

과정 리뷰

비고NoYes체크 사항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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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평가

PartⅤ

Ⅰ. 요구분석

Ⅱ. 교수설계

Ⅲ. 과정개발

Ⅳ. 교육운영

Ⅴ. 교육평가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 매뉴얼



목차

Ⅰ. 교육평가의 이해

Ⅱ. 교육평가의 실제

Ⅲ. 활용 양식과 Tool  

1. 교육평가의 의미와 목적

2. 교육평가의 유형

3. 교육평가의 모델

4. 교육평가 설계시 고려 요소

5. 교육평가의 프로세스

1. 평가전략 수립

2. 반응평가

3. 학습평가

4. 행동평가

5.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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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세부 내용

Ⅰ. 교육평가의 이해

1. 교육평가의 기초 개념 및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2. 실제 평가를 위한 평가 계획, 평가 도구,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이해한다.

1. 교육평가의 의미와 목적
2. 교육평가의 유형
3. 교육평가 모델
4. 교육평가 설계시 고려요소
5. 교육평가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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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rkpatrick(1994)

평가는 장래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교육훈련 부서가 조직 목적과 목표에 기여하는 바를 보여줌으

로써 교육 프로그램 존재의 타당성을 정당화하는 도구이다. 
2) Mcardle(1990)

교육평가란 교육 훈련이 참여자, 조직, 교육 담당자에게 미치는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활동이다. 

3) Robinson & Robinson(1989), Phillips(1984)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에 훈련
프로그램의 체계를 고안할 때 평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 교육평가의 의미와 목적

◐ 교육평가의 정의와 의의

1)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해

2) 프로그램의 내용, 조직, 운영 등이 학습과 직무전이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3) 어떤 교육생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가장 많이 또는 적게 이익을 얻었는지 규명하기

위해

4)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사람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제언이나 그

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 프로그램 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향후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5)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재정적 이익과 비용을 판단하기 위해

6)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와 비-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예를 들면, 직무 재설계와 우수

자원 선발제도)사이의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기 위해

7) 최상의 프로그램 선택을 위한 여러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의 비용과 이익 비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교육평가의 목적

교육평가란 교육 프로그램, 과정, 운영 등 교육훈련 전 과정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이다. 즉, 교육 훈련
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조직 및 의사 결정자 모두에게 투자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나아가 교육 과정의 질
향상과 효과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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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평가

진단평가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전, 교육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반 정
보를 수집⋅분석하기 활동이다. 이 평가는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현재 수준 또는 그들
의 요구 사항에 부합되게 편성함으로써 개별화된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
용된다. 

2.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형성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이나 교육 과정 중 프로그램의 구성 또는 전개
방법 등을 수정, 보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이다. 형성
평가는 프로그램 개발 도중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그때까지의 활동
결과를 점검하여 발견된 문제를 '순환적 (iterative)'으로 수정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의
초안 또는 시제품이 개발된 이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전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3.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
총괄평가는 형성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을 되풀이한 다음 최종적으로 완성된 교육 과
정이나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성과 및 그 효율성을 다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
는 종합 평가이다.

요구
조사

개발
프로
그램
평가

실행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2. 교육평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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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하였던 학습이 일어났는가?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습득

학습

(Learning)
2

교육훈련 참가자는 프로그램에

만족하였는가?
교육훈련

참가자의 만족

반응

(Reaction)
1

교육이 경영성과에 기여하였는가?교육훈련 참가자에 의
해 얻게 된 성과

결과

(Results)
4

학습내용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가?직무에서 행동의
향상

행동

(Behavior)
3

질문의 예초점준거수준

1. 반응평가 (Level Ⅰ)
반응평가는 교육 현장에서 강의 평가 또는 교육과정 정리를 위해서 실시되는 활동
이다. 이 평가는 교육의 효과 또는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기 보다
는 교육 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2. 학습 평가 (Level Ⅱ)
학습평가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지식, 기능, 태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
된다. 이 평가는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도 하며, 교육 과정의 종료 후 교육을 통해
학습된 원리, 사실, 기술, 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습득 정도를 평가한다. 이
수준의 평가는 일반적 의미에서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행동평가 (Level Ⅲ)
행동평가는 학습자가 학습 장면에서 배운 지식, 기능, 태도를 현업에서 얼마나 활
용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현업 적용도 평가’라고 불린다. 이 수준의 평가는 현
업에서 학습의 전이가 생겼는가를 평가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무 환경의 영향
을 많이 받게 되며 학습자 외에도 동료나 상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4. 결과평가 (Level Ⅳ)
결과평가는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직에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조직 기여도 평가'라도 한다. 이 평가는 매우 총괄적인 성격을 가진다. 비용
효과분석과 비용 편익분석으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교육 훈련의 정당
성 및 유용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방법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3. 교육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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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결과
활용

평가
영역

평가
시기

평가
도구

설계
방법

반응 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평가
주체

교육평가는 교육 목표로부터 시작되는데, 목표의 달성 여부가 교육 목표의 준거가

된다. 교육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 요소를 구분하고, 어느 수준에

서 평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 해당 수준의 평가를 위해 평가 주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평가 설계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평가 전략을 적

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가관련 요소들을 이해해야 한다.  

평가영역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이다. 평가는 결국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므

로 학습산출물을 이해하여야 한다. 학습 산출물은 학습 결과 습득할 수 있는 것을 의

미한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산출물, 기술중심 산출물, 정의적 산출물, 변화행동의 결

과물, 경제적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4. 교육평가설계 시 고려요소

◐ 평가영역

1) 인지적 산출물(Cognitive outcome)
인지적 산출물이란 인간의 사고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을 통해서 사실, 개념, 절
차 및 원리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예: 안전규칙, 전기원리, 인터뷰의 단계 등). 측정 대상은 주로 지식의 습득이다.

2) 스킬 중심산출물(Skill-based outcome)
수행을 쉽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심리운동적 활동을 의미한다. 자전거타기 등과
같이 신체 운동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으나 경청스킬, 코칭 스킬처럼 사회적 스킬, 문
제해결 스킬 등도 포함된다. 즉, 학습을 통하여 이러한 스킬들을 얼마나 잘 할 수 있
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다.

3) 정의적 산출물(Affective outcome)
학습의 결과 태도, 동기 등 정서적인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훈련에 대한 만족이나 팀
에 대한 몰입 등을 들 수 있다.

4) 결과(Result)
학습의 결과, 구체적으로 변화된 조직의 지표들을 의미한다. 무단 결근, 사고, 생산성, 
불량률 등 학습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의미한다. 

5) 경제적 가치

투자 회수율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비용과 교육으로 인한 이익을 비교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물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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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기는 교육을 시행하기 전, 교육의 시작 시점, 교육 중, 교육 종료 시점, 교육이 종

료된 다음 일정 기간 경과 후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 주체는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의 결과는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평가 주체는 교육 참가자인 학습자

가 되겠지만, 평가의 수준에 따라 적절한 평가자가 선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

응평가와 학습평가의 평가 주체는 교육 참가자가 되고, 학습평가 중 수행평가와 관

련된 것은 강사, 동료 등이 될 수 있다. 행동평가는 상사, 동료, 고객, 외부 전문가가

평가 주체가 되어 행동의 변화를 평가 할 수 있다. 성과평가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 담당자나 강사 등이 평가 주체가 될 수 있다.   

◐ 평가 주체

◐ 평가 시기

평가 도구는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평가를 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는

일반적으로 설문지, 인터뷰, 관찰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 평가 도구

1) 교육 전에는 진단평가나 학습자 요구분석 등의 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2) 교육의 시작 시점에는 선수 학습평가를 통해 교육 전의 학습자의 지식, 기술, 태도 등

을 확인 할 수 있다.
3) 교육 중에는 형성평가, 학습성취도 평가, 수행평가 등의 실시가 가능하다.
4)  교육 종료 시점에는 총괄평가를 실시하여 과정 내용, 강사, 교육 환경 등에 대한 만족

도와 학습/성취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5) 교육이 종료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행동/현업전이평가와 교육을 통해 나타난 생산

성, 매출액, 이익 등의 결과물, 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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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설계는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 비교하는 틀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사후 비교, 실험, 통제집단의 설정 등의 조합을 통하여 평가
목적에 맞도록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평가설계이다.  

구분 사전검사 교육 사후검사

실험집단 X 실시 O

1) 실험집단에 사후검사만 실시:
교육 실시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교육 종료 후 사후 검사만 실시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는 설계방법이다. 

구분 사전검사 교육 사후검사

실험집단 O 실시 O

2) 실험집단에 사전/사후검사 모두 실시: 
교육 실시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에 사후 검사를 하여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결과 비교를 통해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설계방법이다. 

3) 실험집단/통제집단에 사후검사만 실시:
실험집단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다음, 두 집단에

대한 사후 검사 결과 비교를 통해 교육 결과를 평가하는 설계방법이다. 

구분 사전검사 교육 사후검사

실험집단 X 실시 O

통제 집단 X - O

4) 실험집단/통제집단에 사전/사후검사 모두 실시:  
실험집단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다음, 두 집단
에 대해 사전/사후검사를 모두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사전/사후검사에서
받은 점수 차이를 비교하는 설계이다. 

구분 사전검사 교육 사후검사

실험집단 O 실시 O

통제 집단 O - O

◐ 평가 설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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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전략 설정

4. 평가 실행

5. 평가 결과 분석

6. 결과보고서 작성

7. 결과 활용

2. 평가도구 설계

3. 평가도구 개발

• 교육 목표의 확인:
- 학습 산출물과 평가 수준의 결정
- 목표 수준 결정
- 평가 주체, 평가 시기, 평가 도구, 평가 설계 선정

• 평가 수준별로 평가 도구의 상세 설계:
- 반응/학습/행동 평가: 원인/결과 변수 선정
- 결과 평가: 성과평가 항목 설정

• 평가 수준별 평가 도구 개발:
- 반응/학습/행동 평가: 설문개발, 시험출제
- 결과 평가: 성과분석 양식 개발

• 자료 수집:
- 반응/학습/행동 평가: 설문조사, 시험실시
- 결과 평가: 성과자료 수집(부서 KPI달성도 등)

• 사전/사후 평균값 차이 분석:
- 실험/통제 집단간 사전/사후 변화 비교
- 회귀분석: 원인변수 결과변수

• 진행 경과 보고:
- 분석결과 보고(반응 학습 행동 성과)
- 시사점 및 개선 방안

• 교육과정 개선:
- 과정운영방안 개선
- 전이방안 개선

5. 교육평가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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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실제

실행 단계

1. 평가전략 수립
2. 반응평가
3. 학습평가
4. 행동평가
5.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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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정평가 개요

평가 여부구체적 산출물구분

정의적

산출물

인지적

산출물

평가환
경

과정

목적

기술적

산출물

상
황
적
요
건

평가목
적

경제적

가치

성과

1. 평가전략 수립

•교육 과정의 목적을 확인하고, 교육 과정 평가의 목적과 주요 산출물의 확인을
통해 평가 수준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1) 과정평가 개요를 작성한다
(1) 교육 과정의 실시 목적을 기술한다.
(2) 과정 평가의 목적을 기술한다.

-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것인가?: 만족도 평가
- 프로그램의 유지, 철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가?: 효과성 평가

(3) 평가 수행시의 여건이나 상황들을 기술한다.
(4) 수행 목표 확인 및 평가 수준 결정: 

- 수행 목표가 어떤 유형의 산출물과 관련되어 있는가?
- 예) 수행 목표: 평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인지적 산출물 → 학습평가
- 예) 수행 목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기술적 산출물 → 행동평가

◐ 목적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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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운영의 흐름(교육 참가 전, 교육 참가시, 교육 중, 교육 종료시, 현업 복귀 후)
에 따라 과정평가 전략수립서의 항목들을 기술한다

(1) 평가 수준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각 단계에서 시행할 평가수준을 결정한다. 

(2) 평가 내용을 기입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기록한다.
(3) 평가 내용에 해당하는 목표 수준을 기입한다. 

- (예) 반응: 학습자 만족도 80% 이상
학습: 학업성취도 85점 이상
행동: 현업적용도 5점 중 4점 이상
결과: 생산성, 불량률 등

(4) 평가 방법을 결정한다. 
- 평가 도구를 결정한다.
- 평가 주체를 결정한다.

평가

방법

목표

수준

평가

내용

평가

수준

현업복귀후교육종료시교육중교육참가시교육참가전구분

#1-2. 평가전략 수립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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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전략수립

교육과정운영의 흐름(교육 참가 전, 교육 참가시, 교육 중, 교육 종료시, 현업 복귀 후)에
따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한다. 

작성예시

평가
수준

평가
내용

목표
수준

평가
방법

• 교육생 분석
-교육생
교육평가
: 사전
학습 정도

-교육생 특성
: 경험 정도

• 이메일 설문
• 전화 인터뷰

• 사전 학습

정도 측정

시험

(본 과정은 사
전 학습 정도
의 목표 수준
은 없음)

• 사전 학습

정도 필기

• Level 1
• Level 2

• 교육내용

습득 정도

80% 목표

(80% 미만시

재평가)

• 필기시험
(daily)

• 토의
• 프리젠테
이션

• 강사평가

• Level 1
• Level 2

•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

• 교육내용
성취도

• 교육 후
향상도

•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 :  
4.5 이상 목표

•교육내용
성취도 80%   
목표(80% 미
만시 재평가)

• 설문: 만족도
(교육생/강사/ 
진행자)

• 필기

• Level 3

• 현업활용도

/ 적용도

• 5점 척도

중 4.0이상

• 전화 인터뷰
• 자기 설문

교육 참가전 교육 참가시 교육중 교육 종료시

• 교육내용
습득정도

• 교육내용
/ 교수법
/ 교육진도
개선, 보완점
도출

구분

교육평가전략

현업 복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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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평가의 과정

2-3. 반응평가 실행

2-4. 평가결과 분석

2-5. 결과보고서 작성

2-6. 결과 활용

2-1. 반응평가
설문지설계

2-2. 반응평가
설문지개발

.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명확히 한다(#2-1).

. 설문지를 개발한다(설문형태 예시).

. 교육 종료 후 반응평가 설문지를 배부하여
data를 수집한다. 

. Data를 엑셀시트에 입력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관련자에게 피드백을 한다.

1. 평가전략 수립

2. 반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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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반응평가 설문 문항 설계 시트

• 학습 동기: 교육 참가 전 관심/ 기대 정도, 교육목표이해도

행동변화 필요성, 자기개발 중요성 인식

• 학습 준비: 교육참여도,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 지식

학습자 요

인

• 피로: 교육 기간, 일과 편성, 휴식 시간 적절성

• 교육 흥미도, 심리적 안정성

학습

위생 요인

• 교육 분위기: 전반적 분위기, 교육 진행자의 학습 촉진 활동 정도, 
수강 인원의 적절성

• 물리적 환경: 숙박시설, 식사, 강의장 만족도

학습

환경 요인

• 교육 내용의 가치: 내용 만족도, 자기개발 및 업무 유용성/ 적용성/ 
활용성, 시기 적절성

• 교육 내용의 구성: 교육 목표 명확성, 내용 구성 일관성, 교과목

편성 적절성, 교재 구성, 과목별 시간배분 적절성

• 교육 수준: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 교육 내용의 질

• 교수 설계: 교육 흥미 유발 방법, 교수 기법 등

교육 내용

및

교수

설계 요인

• 강의 전문성,  강의 기술,  강의태도,강사 요인

반응평가 주요 내용평가 영역

일반적으로 반응평가는 교육과정의 종류나 특성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나 평
가 항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표준적인 반응평가 설문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경
우에 따라서는 - 특히 파일럿 과정의 운영이나 특수한 목적의 과정 운영 시 - 표준적인
반응평가 설문지를 사용하기 이전에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명확
히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본 매뉴얼에서는 표준적인 반응평가 설문의 영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1) 학습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한다.
: 기대하는 반응을 참고로 반응도 평가설계 Matrix를 작성한다. (#2-1) 

(1) 평가 영역을 기술한다.
(2) 반응평가 주요 내용을 나열한다.

◐ 2-1. 반응평가 설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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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반응평가 설문개발 양식

응답

유형
분석 방법평가 문항

주요

항목

평가

영역

1) 반응평가설문개발 양식을 작성한다.
(1) 항목에 따른 평가 문항을 기술한다.
(2) 평가 문항에 따른 응답 유형을 기술한다.

- Rating  scale 
- 선다형
- 자유 응답형

(3) 분석 방법을 기술한다.
- 평균
- 긍정 응답률* 

2) 반응평가 설문지를 작성한다.

※ 반응평가 설문 개발시 지침

- 표현의 명료성을 검토하면서 문항을 제작한다.
-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 개발된 설문지를 pilot test를 하여 점검하고 수정⋅보완하는 기회를 갖는다.
- 참가자들의 의견과 제언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을 포함한다.
-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문항들

은 설문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긍정응답률: 전체응답자들 중 긍정적(5점 척도 중 4 또는 5)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 2.2. 반응평가 설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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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평가 설문서

감사합니다. 참가하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번호를 아래에
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NA②③④⑤
VII. 교육 참가 동기
21. 개인적 또는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가하였다.

NA②③④⑤
VI. 사전 준비
20. 나는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전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NA

NA

NA

NA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V.교육 환경

16. 교육에 활용된 설비와 장비들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17. 본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용이하였다.
18. 교육장과 교육 중 이용한 숙소, 식당 및 기타 부대시설은 모두 편리했다.
19. 나의 조직 또는 상사는 내가 본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지지적이다.

NA②③④⑤
IV. 강사의 선정.
15. 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강사(들)의 선정은 적절하였다.

NA

NA

NA

NA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III. 프로그램의 설계(Design)
11. 본 과정에서 활용된 교육 형태(방법)은 본 과정의 학습에 적절하였다.
12. 본 과정에서 사용된 교육 매체들(예, 시청각 자료들)은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교육 과정 중에 제시된 교육 자료들(예, 교재, 사례, 설문서 등)은 학습

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14. 본 과정에 할애된 시간은 설정된 과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였다.

NA

NA

NA

NA

NA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II. 다루어진 내용(Contents)
6. 대체로 본 과정에서 다룬 교육 내용들에 만족한다.
7. 나의 경력개발을 고려할 때, 본 교육과정에 참여한 것은 시기 적절하였다.
8. 본 교육의 목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다.
9. 본 교육에서 다루어진 교육 내용들은 관련 분야에서 확립된 내용대로 정확

하게 기술되어 있다.
10.본 교육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은 이해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다.

②
②
②
②

②

NA

NA

NA

NA

NA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I. 교육의 효과(impacts)
1. 나는 이번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2.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은 내 직무 수행에 유용할 것이다.
3.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나의 업무 성과를 향상시켜 줄

것이다.
4. 나의 현재 또는 장래에 담당할 업무상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
교육과정은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5. 본 과정에서 학습한 사항들을 가능하면 업무에 적용하려고 해보겠다. 

담당 업무

직 위

과정명 기 수
(                  기)

(  월 일 ~  월 일)
성별 남 /   여

매
우
그
렇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해
당
안
됨

반응평가 설문 예시 작성예시

출처:L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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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④③②①

2. 교육과정 목표가 달성되었다. 
의견:

⑤④③②①

1. 교육과정 목표들은 명확하게 진술되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의견: 

⑤④③②①

5. 교육 과정은 얼마만큼 귀하의 직무와 관련됩니까? 
의견:  

⑤④③②①

4. 다양한 학습을 위한 시간분배는 적절했다. 
의견:

⑤④③②①

3. 교육 과정은 내가 기대한 대로였다. 
의견:

⑤④③②①

7. 인쇄 자료(참가자 안내서, 가이드라인 등) 
의견:

B. 다음의 것들은 당신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됐습니까? 

⑤④③②①

6. 이 교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의견:  

⑤④③②①

9. 다른 참가자들과의 토론

의견: 

⑤④③②①

8. 시청각 자료(테이프, 비디오, OHP 등) 
의견: 

A. 지시사항: 각 문항 응답을 체크하고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명: 
강사명:                              
날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우
동의
함

전혀

동의

못함

높음 낮음

*출처: Kirkpatrick(1998)

반응평가 설문 예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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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종료후 설문을 실시한다.

(1) 설문조사는 학습 종료 후, 즉시 실시한다.  
(2) 설문을 배포하기 전에 과정 전체를 리뷰하고 의미를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전체적인 요약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성 시간을 사전

에 미리 설정해두고 "몇 분간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작성 시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4) 종료 후 빨리 돌아가고 싶어 서두르지 않도록 한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설문이 작성되도록 한다. 

(5) 설문지를 사전에 배포한다거나 최종일 오후에 주어 돌아 갈 때까지 작성하
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참가자의 학습 목표 및 기대감 진술을 위해선 과정 시작 전 반응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pre-training information). 

3) 모듈별로 평가 결과가 요구 된다면 모듈 평가 설문을 제작하여 각 모듈 종료시마다
평가하도록한다.

4) 필요에 따라서는 참가자들을 인터뷰해서 교육 과정을 평가할 수도 있고, 참가자들에
게 백지를 배부하고 자유롭게 소감을 써내라고 요청하여 그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할
수 도 있다. 이런 평가 방법은 주로 파일럿 과정에서의 평가에 적합하다. 

◐ 2.3. 반응평가 설문 실행

Sampling Size는모집단의크기,  설문조사의목표정확도, 사용할신뢰구간(95%, 
99%)에의해 통계적으로추정될수있음.

표본크기결정요인

표본크기의일반 rule

표본크기와신뢰도: 표본크기가클수록신뢰도가높음
표본크기와타당도(모집단추론의정확도)

: 표본크기가클수록타당도가높아지나, 그정도가점점감소하여 2,000명

이후에는정체됨(우리나라국민전체에대한조사도표본크기 2,000명이면

정확하게예측할 수있음)

분석방법에따른표본크기

-차이분석: 30 이상

-상관분석및회귀분석: 70 이상

-요인분석: 200

문항수의 5배수
: 심층분석을할경우에는문항수의최소 5배수이상은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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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표본크기 계산법

신뢰수준 설정: 95% z=1.96, 99% z=2.57
허용오차 설정: 대개 ±5%
모집단 수 파악: N
최소 표본크기 = (z2×0.25) / 허용오차2

[(z2×0.25) / 허용오차2] - 1
1 + 

N

신뢰수준 95%, 허용오차 5%일 때의 최소 표본크기 산출식

1.962 ×0.25/0.052

(1.962 ×0.25/0.052) - 1
1+

N

384.16

383.16
1+

N

=

341
351
357
361
364
367
368
370
377
379
380
381
384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100,000

10
44
80

132
169
196
217
234
248
260
269
278
322

10
5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00

샘플 수전체 인원샘플 수전체 인원

※ 신뢰수준 95%, 허용오차 5%일 때의 최소 샘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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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적 자료 입력 방법

- 양적 자료를 엑셀파일로 입력할 때에는 첫 번째 열에 변수명칭을 입력하고
두 번째 열부터 자료를 입력한다(횡렬은 문항번호, 종렬은 사람번호). 

- 설문지 문항 순서에 따라 입력한다.
- 각 응답자 별로 1줄만을 이용하여 입력한다.

5

4

3

2

1

MLKJIHGFEDCBA

3

5

4

3

8

3

5

4

5

7

3

5

4

4

6

4

5

4

4

11

3

5

4

4

10

4

5

4

4

9

3444444

5554343

4445442

4354331

1254321번호

<Excel 입력 양식>

(2) 질적 자료 입력 방법

- 1문항당 1개 파일로 입력한다.
- 각 응답자 별로 1줄만을 사용하여 응답 내용을 입력한다.

23

12

건의 사항교육 소감교육 환경번호1

EDCBA

문항
번호

응답자 번호

1) 수집된 설문 자료를 엑셀시트상에입력한다.

◐ 2.4. 반응평가 설문 분석

2) 자료를 집계하고 분석한다.
(1) 긍정 응답률(또는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2) 과거의 표준치나 차수간의 비교를 통하여 경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파

악한다.
(3) 평균과 분포를 같이 관찰한다. 분포를 통해 학습자의 수용 방법의 차이, 견해

의 차이를 파악 할 수 있다. 평균을 보고 학습자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4) 특정의견(매우 비판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의견 나왔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5) 타 교육과정과 비교해 본다. 
(6) 전체적으로 향후 교육과정 개선점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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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참가자 현황을 기술한다.
2) 소속부처(담당업무별로)를 기술한다.
3) 만족률(긍정 응답률)을 기술한다.
4) 전체 결과를 요약한다. 

참가자 현황

담당 업무 인원 % 직위 인원 %

업무별 현황 직급별 현황

만족률 현황

교육 효과

교육 내용

과정 설계

강사

교육 환경

과정 만족도 전체

20 40 60 80 100%

(80%)

(83%)

(84%)

(92%)

(78%)

(85%)

전체 요약 조치 방안

◐ 2.5. 반응평가 보고서 작성

반응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한다.
1) 교육과정운영의 전반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2) 관련자에게 피드백을 한다.

(1) 과정의 강사에게 피드백을 한다.
(2) 과정의 기획자/개발자에게 피드백을 한다.

3) 보고를 한다.  

◐ 2.6. 반응평가 결과 활용

반응평가 결과보고 형식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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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평가의 프로세스

3-3. 학습평가 실행

3-4. 평가결과 분석

3-5. 결과보고서 작성

3-6. 결과활용

3-1.학습평가
설문지설계

3-2. 학습평가
도구개발

. 학습평가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3-1).

. 학습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 교육 과정 안내시에 교육과정평가도 함께 안내

. 교육 과정 시작 시점에 평가 안내

. 평가시 평가기준 공유하기

. Data를 엑셀시트에 입력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관련자에게 피드백을 한다.

3. 평가전략 수립

3. 학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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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 목표를 확인하여 학습 목표 분류체계로 평가 내용을 구분한다.
(학습영역 분류와 평가도구 참조) 

2) 학습 목표와 평가 도구를 연결한다(학습평가의 유형과 평가도구 참조).

◐ 3.1. 학습평가 도구 설계

#3-1.학습평가 도구 개발설계양식

수행평가 방법일반평가 방법학습목표시간학습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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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평가 도구개발 설계 예시 작성예시

ISD 개요, 
요구분석

1.교육과정개발과관련한제이론과모델을설명할수
있다

2.교육요구에대한분석을기초로교육설계를위한학
습과제를선정하고, 계열화할수있다

5

교수학습
설계

및교수전략

1.주요학습이론으로부터교수설계의시사점을도출할
수있다.

2.Ganne의수업의사태이론을적용하여교안을개발
할수있다.

3.개념의적용을위한교수설계전략을활용할수있다.

5

교육평가

1.평가의의의와종류를설명할수있다.
2.학습목적에맞는평가전략을수립할수있다
3.교육목표에따라적절한평가 LEVEL을선택할수있
다. 

4.평가도구를개발할수있다. 

3

연구
방법론

1.사회과학분야의연구방법을적용할수있도록한다. 
2.경험적연구를바탕으로한과학적방법을통하여어
떻게이론을구축할것인지구체적인형태로표현할
수있다. 

2

모듈 학습목표
시
간

선
택
형

선
다
형

일반평가

평정
척도

포트
폴리
오

수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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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역 분류와 평가 도구

구분 내 용

정의적
영역

특정 상황, 사태 및 사람에 대한 태도로써 개인의 흥미,
느낌

운동기능
영역

특정 업무 수행 및 적용능력에 대한 평가(쓰기, 기계
작동, 커뮤니케이션 스킬, 코칭 스킬 등)

인지적
영역

지식, 이해: 사실적인 정보를 획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상태

적용: 새로운 상황에 개념, 원리, 절차, 규칙, 법칙을
활용 하는 것

분석, 종합, 평가: 고차적인 사고 능력

평가 도구

수행 평가
접근

수행 평가
접근

일반 평가
(선택형,서답형)

선택형, 서답형
점검표

수행평가

구분 내 용

일반
평가

- 지필시험과 같은 전통적인 접근의 평가
-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평가 가능
- 시간과 비용의 절약

수행
평가

- 학습자의 실제적인 적용 능력 혹은 수행 능력을
평가

- 실제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그것을 해결할 때
사용되는 자료들이 제공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한다. 예컨대, 효과
적인 보고서작성 및 발표 능력은 기존의 선택형
혹은 서답형 문항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행
평가 실시

평가 도구

- 선택형
(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 서답형
(단답형, 완성형,
논술형)

- 점검표(checklist)
- 평정척도
(rating scale) 

- 평정항목(rubric) 
- 포트폴리오

학습평가의유형과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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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평가 도구 유형

유형구분 예 특징

진위형

- 진술의 정오를 확인하는 유형

예) 선택형 문항, 서답형 문항은 간단한
사실의 기억을 평가하는 데만 활용
된다. 참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 지식의 회상에 초점을 둠

- 적용능력에도 활용가능

• 장점:
- 채점의 객관성, 신뢰성
이 높음

- 채점과 통계적 분석 용이

• 단점:
- 단순 암기력 측정이 될
위험

- 표현과 창의의 기회제약

연결형
- 관련되는 것들과 연결하게 하는 유형

선다형

- 정답을 선택하게 하는 유형
예) 학습자의 수행수준에 대한 질적인

설명과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려
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평가도구는?

1) Rating scale   2) rubric
3) portfolio          4) 태도 평가

단답형

- 사실적 질문을 묻는 유형

예) 전통적인 지필형 검사의 대안으로
제시된 평가도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완성형

- 진술문의 일부분을 비어놓고 채우게
하는 유형

예) 수행 목표기술시 포함되어야 할
4 가지의 요소를 채우시오.

Audience, Behavior, (       ), Degree

논술형
- 별다른 형식 없이 질문 또는 지시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유형

선
택
형

서
답
형

• 장점:
- 추측으로 정답을 찾을
가능성을 최소화 함

- 고차적인 학습성과의
측정이 가능

• 단점:
- 채점이 어려움
- 객관도가 낮음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278



수행평가 도구유형

점검표
(checklist)

- 관찰할 요소들을 나열하여 확인하는 것

(작성 예) 

선택형 평가 문항 점검표

체크 항목 Yes No

1.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서로 문항이
배열되었는가?

2. 문항 사이에 공백이 적정한가?

3. 정답이 무선적인가?

4. 지시문이 명료한가?

평정척도
(rating
scale)

* 관찰할 요소들에 대해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척도를 사용하는 것

(작성 예) 

선택형 평가문항 점검표

1. 복잡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해석하여 구체적인 이슈
도출한다. 

2. 과제해결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3. 도출된 이슈를 적절히 분해하였다.

4. 전략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장점) 개발과 활용이 용이함
-(단점) 다양한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함

체크 항목 1 2 3 4 5
평가결과

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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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도구 유형<계속>

예

- 학습자의 수행수준에 대하여 질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평가 가능
- 피드백을 주려는 목적에서 활용

(작성 예) 평정항목의 예

항목 우수(3점) 보통(2점) 미흡(0점)

보고서
내용

주제를 전개하는 내용이
명쾌하고 흥미 있다. 선택
한 주제를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주제
로 나누어 내용을 전개하
였다. 생각이 참신하고 독
창적이다.

내용의 전개가 대
략적이며 일반적일
지라도 주제는 명
확하다.

글의 목적이나 주제
가 명쾌하게 나타나
지 못한다.

보고서
양식

보고서 작성요령을 완벽
하게 갖추었다. 내용의 조
직은 중심주제와 생각의
질을 돋보이게 한다.

대부분 보고서 작
성양식을 갖추었다. 
내용의 조직은 독
자가 혼란 없이도
읽을 수 있는 정도
이다.

보고서 양식 요령을
갖추지 못하였다. 생
각, 상세한 설명이나
사건들이 무작위적
으로 묶여 있다.

…. ………… ……………. ……………….

- 학습자들의 성취를 보여주는 학습자 작업 결과물에 대한 평가
- 학습자들의 지필형 검사 결과부터 제출한 보고서와 같은 산출물,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실제 수행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

(작성 예) 

포트폴리오 평가 계획안

교육 목표: 고객 만족의 의미와 단계를 이해하고 해당 조에 할당된
민원 응대 창구에서 고객 만족을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한다.  

포트폴리오 평가 영역: 

1. 고객만족의 체험을 3가지 이상 쓰고 만족 요인 찾기(개인)
2. (조별)활동 계획서
3. (조별)활동 계획서 발표
4. (조별)활동 결과 보고서

이상 4개의 평가 영역을 조별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제출

유형

평정항목
(rubric)

포트
폴리오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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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습평가 도구개발 설계 양식 예 (2)

비고

고객의 중요성

• 작성 절차

• 나 중심의 사고
• 고객 중심의 사고

업무의 부가가
치 체크포인트

Customer 
Diagram
작성연습

Customer 
Diagram작성법

고객 중시
Paradigm

수행과제와의
직접적 연관성

• 정의와 특징

• 고객의 정의

핵심학습요소
(Knowledge)

Customer 
Diagram의 개념

고객의 개념

목차(소)

Customer
Diagram

고객의
개념

고
객
분
석

목차(중)
목
차
(대)

매우
있다

전혀
없다

보통
이다

☞ 핵심 학습요소로부터 평가문항을 도출하는 경우의 절차

1) 교육 내용의 목차를 대, 중, 소로 분류한다.
2) 핵심 학습요소를 추출한다.
3) 핵심 학습요소와 수행 과제와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연관성은 "전혀 없다"에서 "매우 높다"까지의 척도를 사용한다. 

4) 문항 출제는 핵심 학습요소와 수행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여

연관성이 높은 요소에서 학습평가 문항을 도출한다.  
5) 평가 문항의 범위가 결정되면 평가 방법(일반평가, 수행평가 등)을 무엇으로 할 것

인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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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작성한 다음, 문항을 선정

한다.

(1) 진위형 문항 개발

- 단편적인 지식에 대한 기계적인 기억이 아니라 유의미한 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작성해야 한다.
- 검사 시작 전에 참, 거짓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도록 한다. 
예를 들어, 괄호 안에 직접 쓰게 하든지, 주어진 참과 거짓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게 한다. 
- 응답자가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진술한다.
- 절대적인 의미의 용어(언제나, 절대로 등)나 막연한 용어(일반적으로, 대체

로 등)는 사용하지 않는다.
- 참이거나 거짓의 진술문항의 길이를 비슷하게 한다.
- 정답이 진인 문항 수와 거짓인 문항 수를 비슷하게 한다.     

(2) 연결형 문항 개발

-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의 수를 같게 하면, 마지막 한 개의 항목이 자동

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항목의 수를 많게 한다.
- 연결 항목의 수를 적당하게 제한시킨다. 예를 들어 10개가 넘지 않도록 한다.
너무 많으면 연결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 항목들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긴 문장을 피한다.
- 연결시키려는 항목끼리는 같은 페이지에 배치시킨다. 이는 학습자의 불필요

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선다형 문항

- 단편적인 지식만을 측정하기 보다는 어떻게, 왜 등과 같은 의문사를 사용하

여 고차적인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너무 사소한 것을 질문해서는 안 된다.
- 질문에 해당하는 어간을 가능하면 길게 해야 한다. 
- 정답의 위치는 무작위로 배치하고 오답자의 위치도 골고루 배치한다.

◐ 3-2. 학습평가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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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답형 문항 개발

- 단답형 문항을 만드는 쉬운 방법은 교재에 있는 문장을 의문문형으로 고쳐

제시하는 것이다. 
- 단답형 문항은 선택지가 없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무엇을 묻는지 모를 정도

로 애매하게 진술되기 쉬우므로 문항을 명료하게 만들어야 한다. 

(5) 완성형 문항 개발

- 한 문장에서 빈칸이나 괄호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중요한 단어가 빠져

무엇을 묻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한 문장에는 1-2개 정도의 괄

호를 비우도록 한다. 
- 가능한 빈칸은 문장의 끝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6) 논술형 문항

- `열거하라,' `기술하라'와 같은 동사보다는 `비교하라,' `분석하라,' `판단하

라'와 같은 분석과 종합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 지시문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답안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작성된 문항에 대해 개개 문항별로 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문항별 배점은 일차적으로 총점과 출제 문항수와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결정

한다. 

3) 문항 형식에 따라 모범 답안을 작성한다.

4) 문제지를 편집한다.
문항 배열은 일반적으로 형식별로 (진위형, 연결형, 선다형, 단답형, 완성형, 논술

형)문항을 나열하고 동일한 문항형식으로 출제된 문항들은 가급적이면 배운 순서

대로 배열하거나 난이도 순으로 (쉬운 문항은 앞으로 어려운 문항은 뒤에) 배치한

다.

5) 문제지를 검토한다.
문제지의 편집이 끝나면 평가대상과 유사한 집단에서 소수의 인원을 표집하여 평

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지 체크리스트에

따라 문제지를 검토한다.

6)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제지를 인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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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 체크리스트

1. 문항 내용과 형식이 평가 목표에 일치되도록 작성하였는가?

2. 문항에 포함된 용어 등이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가?

3. 문항들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었는가?

4.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특수한 지식을 묻는 문항은 없는가?

5.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없는가?

6. 두 개 이상의 답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로 인하여 정답의 단서가

되는 것은 없는가?

7. 맞춤법 및 띄어쓰기가 정확한가?

8.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소요시간은 주어진 시간에 비해 적절한가?

9. 판독이 어려운 것은 없는가?

10. 문제지가 두 장 이상일 때 쪽수가 틀리지는 않게 인쇄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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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실행 전 단계

(1) 학습자에게 평가 안내하기: 평가 안내는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와 함께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에게 교육 과정의 목적, 구성 내용, 방법과

함께 평가의 방법에 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평가의 구성 요

소, 평가의 배점, 평가의 시점 등도 함께 소개되어야 한다.  
(2)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교육 안내 시에 소개된 평가의 목적, 방법

등을 전체 교육 과정의 특징과 동시에 설명을 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평

가과정을 잘 준비하도록 한다. 
(3) 평가 실시 직전에 다시 평가에 대한 안내를 한다. 실행평가시 평가자가 복

수인 경우, 평가의 기준을 공유하해야 하는데, 특히 서답형과 단답형의 평

가 문제, 수행평가 채점기준에 대한 신뢰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평가실행 중 단계

평가를 실행하는 과정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지켜져야 한다.
(1) 시험 시간을 준수한다. 종료 전에 예령을 하고 시험시간을 칠판 등에 명확

히 제시한다. 
(2) 부정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답안지를 먼저 배포하고 시험지를 나중에 배포한다.
(4) 종료시에는 학습자들이 시험지와 답안지 모두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시험시 질문이 있을 때 질문의 성격을 확인한 후 질문에 대답한다.
(6) 평가시 기록을 남겨두고 추후 평가실행 때 참고하도록 한다.

3) 평가실행후의 단계

모범 답안에 따라 채점을 실시한다. 

◐ 3-3. 학습평가 실행

학습평가 실행 단계에서는 사전에 학습자들에게 평가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실행

되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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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통계 분석

(1) 평가결과 채점

① 자료 입력:
Excel Sheet에 정답은 ‘1’, 오답은 ‘0’으로 입력한다.

② 총점 계산:
문항별 점수들을 합산하여 개인별 총점을 계산한다.

(2) 문항적절성 검토

① 문항 난이도 산출:
- 각 문항별로 전체 응답자들 중 몇 %가 정답을 맞췄는지를 계산한다.
(실제로는 용이도의 개념)

- 값이 높을수록 쉬운 문항을 의미한다. 
(예) 문항 1은 난이도 1.0이므로 모든 사람이 정답을 맞춘 반면에,

3번 문항은 3%만이 정답을 맞춘 매우 어려운 문항임을 의미

② 문항 변별도 산출:
- 각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을 구한다(Excel의 "CORREL함수" 활용).
- 값이 높을수록 좋은 문항임을 의미한다.
- 각 문항의 변별도는 최소 0.3 이상이 되어야 바람직하다. 

문항 난이도가 너무 낮거나(0.1미만) 너무 높은 문항(0.9이상)과 변별도가
너무 낮은 문항(0.3미만)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총점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후에는 문항 수정이 요구된다. 

◐ 3-4. 학습평가 결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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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 통계치 산출

① 분포의 모양 검토

② 평균/표준편차 산출:
- 응답자 총점의 평균(Excel의 "AVERAGE 함수" 사용)과 표준편차

(Excel의 "STDEV 함수" 이용)를 산출한다.
- 평균이 높을수록 교육생들의 학습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표준편차가 클수록 개인간 학습도에서 편차가 큼을 의미한다.

- 정상분포: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인 분포
- 부적편포: 높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
- 정적편포: 낮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
☞ 부적/정적 편포가 심할 때는 수행평가 도구의 적절성이 부족하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상분포를 이룰 수 있도록 문항의 난이
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분포 내 점수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평균적인 정도

N
XX

S ∑ −
=

2)(

평균 표준편차

모든 점수들을 더한 뒤,

점수들의 개수로 나눈 값

N
Xi

M ∑=

낮음 높음점수

빈
도

정적편포 부적편포

정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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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간 차이 분석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비교

① 자료 입력
- 실험집단 응답자들의 점수와 통제집단 응답자들의 점수를 서로 다른 열
에 입력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응답자수는 다를 수 있음) 

② 차이값 산출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을 각각 산출한 뒤, 평균간의 차이값을 구한
다(차이값 = 실험집단 - 통제집단).

③ 차이값의 유의도 검증
- 두 집단의 평균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다

(Excel의 “TTEST 함수” 이용).

두 집단 평균간 차이

두 집단 평균간 차이의
유의도 검증결과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유의도 검증 함수 식
- "B2:B10": 실험집단
점수들을 지정

- "D2:D7": 통제집단
점수들을 지정

- "(앞의)1": 일방검증
실시(실험집단의 평균
이 통제집단보다 크다
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

- "(뒤의)2": 독립집단
TTEST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간 비교 시
는 반드시 2를 사용)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집단간 평균을 비교할 때에는 SAS나 SPSS 등의
통계 프로그램에서 ANOVA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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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비교

① 자료 입력
-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를 서로 다른 열에 입력한다. 

(사전점수와 사후점수는 같은 교육생들의 점수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응답자가 같은 사람들이어야 하며, 따라서 응답자 수도 같아야 함) 

② 차이값 산출
- 사후점수와 사전점수의 평균을 각각 산출한 뒤, 평균간의 차이값을
구한다(차이값 = 사후점수 - 사전점수).

③ 차이값의 유의도 검증
- 사전점수와 사후점수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한
다.(Excel의 “TTEST 함수” 이용)

사전과 사후의 평균
간 차이

사후와 사전의 평균간
차이의 유의도 검증
결과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

유의도 검증 함수 식
- "B2:B10": 사전점수

지정
- "D2:D10": 사후점수

지정
- "(앞의)1": 일방검증 실시
(사후점수 평균이 사전
점수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

- "(뒤의)1": 동일집단
TTEST(사전-사후 비교시
에는 반드시 1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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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평가 방법보고

(1) 실험설계 프레임 보고
- 어떤 실험설계를 이용하여 학습평가를 실시하였는지를 설명한다.
- 예) 사전-사후 비교 설계, 실험집단-통제집단 비교 설계

(2) 자료 수집 과정 보고
-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는지를 설명한다.

(3) 사용 도구 보고
- 학습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도구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

(평가 영역, 문항 수, 평가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4) 분석 방법 보고
- 어떤 통계치를 사용하였으며, 어떤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는지를 설명한
다.

(5) 응답자 특성 보고
-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성별, 연령, 직급, 학력, 부서 등)을 기술한다.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응답자 특성은 따로 제시한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유사할수록 비교결과의 신뢰
성이 높기 때문임)

◐ 3-5. 학습평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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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통계 분석 결과 보고

(1) 평균/표준편차 제시
- 실험집단의 사후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다.

(전체 평균 및 평가영역별 평균/표준편차)
(2) 결과의 해석

- 전체 평균 및 영역별 평균의 높고 낮음을 영역들간 및 다른 차수들과의
상대적 비교해서 의미를 해석한다.

3) 집단간 비교결과 보고

(1) 집단간 비교결과를 도표로 작성: 
-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차이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실험집단 사전-사후 차이분석 결과표와 결과표 작성법은 동일함)

20

4

4

4

4

4

문항 수

.12320.52.7(0.39)2.2(0.49)연구방법론

사후사전

.00324.913.4(4.12)8.6(1.44)전체

.07240.72.1(0.65)1.4(0.31)교육평가

.00011.73.8(0.73)2.1(0.38)교수학습 설계

.00031.22.6(0.72)1.4(0.42)요구분석

.04080.72.2(0.56)1.5(0.35)ISD 개요

유의도차이값
평균(표준편차)

평가 영역

(2) 결과의 해석
- "위 결과표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적 학습효과가 나타났음을 확
인할 수 있다.“

- 유의도의 값이 .05이하일 경우 두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함.

- "영역별로는, ISD개요, 요구분석, 교수학습설계, 교육평가 영역에서 교
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교육생들의 실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평가와 연구방법론에서도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 교육생들이 다
소 실력 향상을 보이긴 했지만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실력차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차이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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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평가 도구의 개선

4) 학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① 문항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문항의 수정:
- 문항의 적정 난이도: 0.25 ~ 0.75
- 문항이 너무 쉬운 경우:
☞ 문항의 난이도를 높인다(오답들을 보다 그럴듯하게 수정함).

- 문항이 너무 어려운 경우:
☞ 문항의 내용이 과정 중에 다루어진 내용인지를 검토한다.
☞ 문항의 난이도를 낮춘다. 

(오답 중 총점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오답을 좀 더 쉽게
수정함)

② 변별도가 낮은 문항의 수정:
- 최소한의 변별도 수준: 0.3 이상
- 변별도가 ‘-’인 경우:
☞ 정답이 잘못되었거나, 정답이 복수인지를 확인한다.

- 문항의 변별도가 너무 낮은 경우:
☞ 문항의 변별도를 높여 준다. 

(오답 중 총점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오답을 좀 더 명확한
오답이 되도록 수정함)

☞ 문항을 다른 문항으로 대체한다. 

(2) 과정설계의 변경

사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사전-사후간 차이가 없는 영역의 경우:
- 교육내용이 교육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요구 분석결과를 재검토한다. 
-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동기유발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교수방법을 개선한다. 

① 교육참가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인을 탐색한다.
② 밝혀진 원인들 중 과정 설계/운영상의 문제들을 개선한다.
③ 분석결과와 인터뷰 결과를 교수(강사)에게 전달하여 교수 전략/방법의

개선을 요구한다. 

사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사전-사후간 차이가 없는 경우 사후조치
를 통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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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평가의 프로세스

4-3. 행동평가 실행

4-4. 평가결과 분석

4-5. 결과보고서 작성

4-6. 결과 활용

4-1. 행동평가
설문지설계

4-2. 행동평가
도구개발

.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4-1).

. 평가 문항을 개발한다.

.  자료를 수집한다.

. Data를 엑셀시트에 입력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관련자에게 피드백을 한다.

4. 평가전략 수립

4. 행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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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평가에서는 교육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교육 내용이 업무 활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동 변화를 측정한다. 
행동평가의 평가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상사나 동료도 될 수 있다.  

• 평가의 내용도 교육 내용의 현업에서 활용 정도, 업무상의 변화, 지식이나 스
킬의 변화정도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 그러나 본 매뉴얼에서는 표준적인 행동 평가설문의 영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행동평가 도구개발 설계서를 작성한다.   

◐ 4.1. 행동평가 도구 설계

1) 학습목표를 기술한다.
2) 교육요소를 기술한다.
3) 행동지표를 기술한다.
4) 행동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정한다.

: 설문조사, 인터뷰, Hard Data 등
5) 자료수집 대상을 선정한다.

: 본인, 상사, 담당부서 등

자료수집대상평가방법우수행동사례교육요소학습목표

#4-1.행동평가 도구개발 설계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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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평가 도구개발 설계 작성예시

학습목표 교육요소(내용) 행동지표(우수 행동사례) 평가
방법

• 변화의 본질과 혁
신주도자가 갖추
어야 할 리더십을
학습하여 혁신주
도자의 역할을 수
행 할 수 있다.

• 변화에 대한
이해

• 혁신모델
• 혁신주도자의
리더십

• 개인의 창의력
및 집단 창의력

• 소속부처가 고려해야 할 환
경의 변화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한다. 

•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을 수립한다.

• 적절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한다.

• 결정사항은 즉시 실천하려
고 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예측하고 비전을 설정한다.

• 팀원들에게 권한위양을 한
다.

•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
디어를 장려하고 혁신을 촉
진한다.  

•설문지
•인터뷰

자료수집
대상

•학습자
•팀원
(부하
사원)

•상사

*혁신주도역량과정(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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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과자료수집 대상에 맞는 도구를 개발한다.

1) 행동평가 설문 개발의 지침
-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질문이 되도록 한다.
- 학습목표와 교육요소가 반영된 행동인지를 확인한다.
- (본인 대상이 아닌 경우) 설문실시 대상자가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인지를
확인한다.

- 응답 방식은 빈도형, 진위형, 척도형을 이용한다. 
- 반응 및 학습의 효과를 행동과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 자체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을 통해 학습한 주요 내용들에 대한 문항들도 포함한다.

- 행동평가 질문 외에 일반적인 개인 효과성(예, 직무몰입, 조직몰입) 및
조직 효과성(예, 조직성과)에 대한 문항들도 포함한다.

(이하 반응평가 설문의 지침과 동일)
- 표현의 명료성을 검토하면서 문항을 제작한다.
-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 개발된 설문지를 pilot test를 하여 점검하고 수정⋅보완하는 기회를 갖는다.
- 참가자들의 의견과 제언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을 포함한다.
- 평가 대상자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개인 인적사항에 대한 설문문항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행동평가 인터뷰 개발의 지침
- 구체적인 인터뷰 진행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 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행동변화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묻는 질문들로 진행되도록 인터뷰 문항을 작성한다.

- 구체적 행동에 대한 질문들은 학습목표와 교육요소가 반영된 행동인지를
확인한다.

- (본인 대상이 아닌 경우) 상대방이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인지를 확인한다. 
- 상대방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말로 인터뷰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작성해 둔다.

3)  Hard data 수집 양식 개발의 지침
- 자료수집의 취지를 명확히 한다.
- 요청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문서로 설명한다. 
-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한 sample을 제시한다.

• 교육 요소와 전이측정 지표를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한다.
• 인터뷰를 병행할 시에는 학습목표의 결과를 중심으로 인터뷰 문항을 개발한다.

◐ 4.2. 행동평가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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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원리/기능

노무관리

경영정책, 현황 소개

프리젠테이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기획실습

기획실무이론

당사 문서관리

전혀 도움
안됨

(시간낭비)

도움 안됨

(0%)

그저
그렇다

(1~20%)

조금 증가

(20~50%)

많이 증가

(50%증가)
교과목

'주임능력향상과정'의 현업 적용도 검사 결과 (예시)

1. 교육 내용의 현장 업무에 대한 적용 정도 측정(설문 조사)
- 설문 대상: '주임능력향상과정' 15차 A사 교육수료자 34명
- 설문 시기: 15차 교육수료 직후

설 문 내 용

가. 다음의 교과목 중 교육 전과 비교하여 교육 후 여러분의 업무 수행지식(혹은 기술)이 증가한
정도를 표시(V)하여 주십시오. 

나. 다음의 교육내용 중 본인이 현업 수행 시 가장 많이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도에
표시(V)하여 주십시오.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프리젠테이션 스킬

시각자료 작성

프리젠테이션 실습

관리의 원리와 기능

기획실무기획/계획 수립

기획실무 목표설정/관리

기획실습(공적서 작성)

기획실습(교통사고발생)

기획실습(체육대회개회)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회사현황/경영정책

노무일반

노사관계

주임의 역할

커뮤니케이션 기법

효과적인 리더십

문서작성 기본

문서처리 요령

보고서 작성법

(3= 가장 많이 활용, 2= 조금 많이 활용, 1= 보통으로 활용)

행동평가 도구개발 사례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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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능력 향상에 관한 내용

(당사 문서관리, 기획실무이론 및 실습)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

(업무 관리, 부하 관리,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주임의 역할 인식에 관한 내용

(회사 정책 및 현황, 관리자의 자세, 

노무관리)

적용 안함

(0%)

그저 그럼

(1~20%)

조금 적용

(20~50%)

많이 적용

(50%이상)
교육내용

교육과정 수료 3개월 후 현업 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예시)

- 설문 대상: 상반기 교육수료자 54명
- 설문 시기: 교육수료 3개월 이후

설 문 내 용

가. 다음의 교육 내용을 여러분 자신의 현재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적용(도움이 되는 정도)하고
계십니까? 적용(도움)정도를 표시(V)하여 주십시오. 

▣ 전체 교육 내용 중 42%의 현업활용도가 예상됨. 

기타(                            )

업무에 대한 의욕 향상

업무 수행의 정확도

업무 수행상 변화 없음

업무 수행상 시간 단축

업무 수행상 질적 향상

나. 교육받은 후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사항에 표시(V)하여 주십시오. 복수로 표시해도
좋습니다.

다. 교육 받은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없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교육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때 아래 사항 중 가장 잘 뒷받침되는 것에 표시(V)하여 주십시오. 복수로
표시해도 좋습니다.

행동평가 도구개발 사례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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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수행능력의 향상 및 주변의 지원 정도 분석(예시)

- 인터뷰 대상: A사 교육수료자 5명
- 인터뷰 실시: 교육 수료 후, 1개월 시점

인터뷰 내용

지난 0월 0일까지 교육받으신 주임능력향상과정에 대하여,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때, 주변
의 지원이나 장애 요인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전화 드렸습니다. 본 인터뷰의 내용은 향후 인재
개발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오니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중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 예(YES) 일 경우 어떤 업무에 적용하셨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
적용 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
업무 수행이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____________________

- 아니오(NO) 일 경우 왜 적용 안 하셨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적용을 하기 어려운 상황(상사, 동료, 부하의 비협조 등)이
있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교육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부서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업무 분위기 등을 제안하여
보셨습니까?

- 예(YES) 일 경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변의 상사, 동료 등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까?_________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____________
계속 새로운 제안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_______________

- 아니오(NO) 일 경우 이유가 무엇입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____________

3. 교육 후 상사, 동료, 부하와 본인 사이에 의사소통, 프리젠테이션, 리더십 등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예(YES) 일 경우 어떤 변화였습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변의 상사, 동료 등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까?________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___________

- 아니오(NO) 일 경우 이유가 무엇입니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____________

행동평가 도구개발 사례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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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터뷰)

교육 내용의 현업 적용 및 수행 능력 향상에 대한 분석 (예시) 

- 인터뷰 대상: 1. 주임능력향상과정 수료자 5명
- 인터뷰 실시: 교육 수료 후, 3 개월 지난 시점

인터뷰 내 용

▶ 주임 업무 전반에 관하여, 

- 교육받은 내용 중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는 내용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배운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는 빈도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육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다음 사항에 대해 변화 정도는?
. 업무 수행의 시간 절약: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업무 지식의 증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업무 수행의 양적, 질적 증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업 수행상의 효과

- 교육 후 본인의 업무 수행에 변화가 있었는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변화에 대한 주변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현업에 배운 내용을 적용 시 어려움이나 장애요인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변 환경의 지원

- 주변 환경이 배운 내용의 현장 적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상사, 동료, 부하의 지원이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의견 제시에 대하여 주변의 반응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육 참여와 배운 내용의 현장 적용시 타부서와 지원 시스템의 협조 상태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의 어려움이나 장애 요인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동평가 도구개발 사례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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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성 과 조 사 설 문 지

<교육이수자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
다.
이번에 보다 알찬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가 이수한 교육과정의 성과를 파악하여 교육효과 증대를 위한 개선,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진지한 응답은 본 기관의 교육성과를 높이는 데 귀한 밑거
름이 될 것입니다. 

기 관 명
부 서 명

성명직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간

직무

이수과정 명

과정

부서

[보기1] 번호 기재 요령

1                   2                  3                  4     5

③ 귀하가 이수한 교육 과정은 귀하의 자기계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② 귀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당초 본인이 계획했던 학습

목표 수준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습니까?

① 귀하가 이수한 교육과정은 귀하의 참여 전 기대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교육에 대한 만족

행동평가 설문 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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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1            2            3         4         5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1            2            3         4         5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1            2            3         4         5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활용한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 귀하는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 및 교재를 실제 업무

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 주십시

오.

③ 귀하가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실제 업무에 활용

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② 귀하는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실제 업무 수행

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귀하가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교육 이수 후 업무에

적용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였습니까?

[활용 안된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만약 활용이 안되었다면 왜 안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⑤ 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기관 내에 전달 교육을 하거

나 지급 받은 타인이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④ 귀하는 교육 과정에서 지급 받은 교재를 교육 이수 후

어느 정도 활용하였습니까?

2. 교육 내용의 활용

[기여하는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귀하가 이수한 교육 과정이 프로젝트에 실제 사용하고 있

거나 업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

을 적어 주십시오.

② 상사나 동료가 귀하의 교육 이수 후 업무능률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① 귀하의 업무수행능력은 교육을 받기 전과 비교하여 현재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여하지 못하는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혹시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어 주십

시오.

3. 교육의 성과

② 그 밖에 교육 과정에 대한 귀하의 건의나 희망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교육 체계,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재, 교육 관리 등의 측면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귀하가 이수한 교육 과정의 내용에 대한 귀하의 건의나 희망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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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거의안함 보통 어느정도 매우
안함 노력 노력

1            2            3         4         5  

50& 이하 60%      70%     80% 90%이상

1            2            3         4         5

전혀 거의안함 보통 어느정도 매우
안함 노력 노력

1            2            3         4         5  

전혀 거의안함 보통 어느정도 매우
안함 노력 노력

1            2            3         4         5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1            2            3         4         5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1            2            3         4         5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

1            2            3         4         5  



행동평가 설문(예)

• HRD 담당자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HRD 담당자 과정의 내용은 내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HRD 담당자 과정의 교육 방법은 교육생들이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 나는 HRD 담당자 과정을 통해 ISD의 전반적 개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 나는 HRD 담당자 과정을 통해 교육 요구분석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습득하게 되었다.

• 나는 HRD 담당자 과정을 통해 교수 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습득하게 되었다.

...

• 나는 교육 후 ISD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 나는 교육 후 과정 개발시 교육 대상자들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 나는 교육 후 반응, 학습, 행동, 결과의 4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반응
평가

학습
평가

행동
평가

• 나는 나의 직무가 나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업무 외의 시간에도 현재의 직무와 관련된 생각을 하는데
보내고 있다.

...

개인
효과성

조직
효과성

...

•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우리 팀은 올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 전년과 비교할 때, 우리 팀의 경영실적은 향상되었다.

행동평가 설문 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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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평가의 실행단계에서는 설문 또는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평가가 어떤 목적
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1) 평가실행 전 단계

2) 평가 실행중 단계

3) 평가 실행후의 단계

(1) 일정 계획 수립
행동평가 자료의 수집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
어야 한다. 특히 인터뷰를 실시할 경우에는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자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 언제 어디서 몇 시간 동안 인터뷰할 것인지에 대
한 구체적인 약속을 정해야 한다.

(2) 평가 참여도 증진 전략 수립
설문지의 회수율과 인터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평가 안내문 작성
행동평가 자료 수집의 취지, 전반적인 평가 내용, 일정 계획, 활용 방안, 참여
요청 등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대상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특히 인터
뷰의 경우는 단위조직 부서장에게도 인터뷰 실시에 대한 사전 협조를 요청
해야 한다.

(4) 평가실시 공지
설문조사 시에는 평가가 실시되기 하루 전쯤에 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다
시 한 번 공지하고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1) 인터뷰 일정관리
인터뷰 일정계획에 따라 인터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관리를
해야 한다.
- 대상자마다 전화를 통해 1일 전 공지 및 당일 공지를 실시한다.
- 인터뷰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 날짜나 제 시간에 인터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일정을 잡는다.

- 계획한 인터뷰 소요 시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2) 설문지 회수율 관리
설문지의 회수율을 1일 점검하면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특히, 특정 조직 단위별로 설문지 회수율이 유사해질 수 있도록 한다. 지
나치게 회수율이 저조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특정 조직의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을 때에는 그 조직에 대해서만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도 필
요하다.

설문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4.3. 행동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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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통계분석

기초 통계치를 산출한다.

(1) 분포의 모양 검토:
- 학습평가에서와 동일하다. 

(2) 평균/표준편차 산출:
- 학습평가에서와 동일하다.
- 척도형 문항*의 경우에는 긍정 응답률을 사용할 수 있다.

*척도형 문항: 5점 척도 등의 방법으로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

2) 집단간 차이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비교 및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비교를 실시한다.
(학습평가에서와 동일)

3) 변인간 관계 분석

(1) 관심변인들간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2)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변수(또는 문항)간 관계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상관분석을 이용한다
(상관분석은 Excel에서 'CORREL 함수'를 이용).
예) 행동평가 항목들간 관련성, 특정 평가영역에 대한 학습 정도와 행동간의
관련성

- 여러 원인 변수들 중 결과변수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거나, 이
들 원인 변수가 그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고자 할 때에는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은 SAS나 SPSS와 같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 예) 학습평가 항목들이 각각의 행동평가 항목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특정
의 행동평가 항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습 평가 항목을 밝히고자 할
때

◐ 4.4. 행동평가 분석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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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작성

(1) 행동평가 방법 보고

① 실험설계 프레임을 보고한다. 
② 자료 수집 과정을 보고한다. 
③ 사용 도구를 보고한다. 
④ 분석 방법을 보고한다. 
⑤ 응답자 특성을 보고한다. 

(2) 기초통계 분석 결과 보고

(3) 집단간 비교결과 보고

① 학습평가 보고에서와 동일하다. 

① 학습평가 보고에서와 동일하다. 

(4)  상관관계분석 결과 보고

변수명

1.00 0.79 0.44 0.70 0.59 연구방법론

1.00 0.52 0.58 0.56 교육평가

1.00 0.71 0.71 교수학습 설계

1.00 0.78 요구분석

1.00 ISD 개요

연구

방법론
교육평가

교수학습
설계

요구

분석

ISD 
개요

① 변수간 상관 관계를 도표로 작성한다(아래의 표 참조).

② 결과의 해석:
- 상관 값이 '+'이면 상호 정적(positive) 관계, '-'이면 부적(negative) 
관계로 해석한다. 

- 상관 값의 크기: 크기의 정도는 상관 값의 절대값으로 해석한다.

- 상관값의 절대값이 0.7이상일 때: 매우 높은 상관, 
- 상관값의 절대값이 0.5~0.7일 때: 높은 상관 관계
- 상관값의 절대값이 0.3~0.5일 때: 보통 상관
- 상관값의 절대값이 0.3 미만일 때: 낮은 상관

5) 행동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1) 행동평가 항목들 중 낮게 나타난 행동들에 대한 원인을 탐색한다.
(필요 시 추가 인터뷰 등 실시)

(2) 도출된 원인들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피드백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 과정의 강사에게 피드백을 한다.
- 과정의 기획자/개발자에게 피드백을 한다.

(3) 개선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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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성과평가 실시

5-4. 성과평가
결과분석

5-5. 결과 보고서
작성

5-6. 결과 활용

5-1. 성과평가
적절성 검토

5-2. 성과평가
도구 개발

. 성과평가가 가능한지를 점검한다.

. 평가자료의 유형 및 평가방법을 명확히 한다.

. 평가방법에 맞는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 Data를 엑셀시트에 입력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 관련자에게 피드백을 한다.

5. 평가전략 수립

5. 성과평가

교육의 최종 목적의 달성 및 변화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직의 성과향상지표
(예) 원가절감, 효율성개선, 불평감소, 품질 향상 등)를 평가한다. 

◐ 목적

◐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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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과정의 성과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모든 과정이 성과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성과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교육 과정
인지를 먼저 평가한다.

(1) 성과평가 가능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사용할 질문들을 작성한다.
(2) 질문들에 답변하기 위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3)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본 교육 과정이 성과평가에 적합한지를 결정한다.
(4) 평가에 참여할 인력과 평가실시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 성과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 교육 과정에 투입된 비용이 경영성과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교육 훈련비 지출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교육과 경영 전략과의 연계성 및 교육의 경영성과 기여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성과평가의 한계 및 한계 극복을 위한 제안:

- 평가 실시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평가 기간이 장기적이다. 
- 조직성과의 영향 요인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많아 순수 교육 효과만

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 한계 극복을 위한 제안 은 다음과 같다: 

① 통제 집단의 활용을 통한 비교 정보를 수집한다. 
②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③ 교육 전⋅후 측정치를 비교한다. 
④ 적절한 시간을 두고 재평가를 실시한다.
⑤ 확증적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지지적 증거에 만족한다. 
⑥ 설문을 통한 간접적 입증 방법을 병행한다. 

◐ 5.1. 성과평가의 적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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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적절성 검토 질문(예)

본 교육 과정의 내용상 변화 없이 지속되므로, 평가 결과를 통해
나온 것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잘모름아니오

교육생들은 자신의 업무에 본 과정에서 학습한 지식, 스킬을 적용
하고자 한다.

2단계, 3단계 평가가 실시되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평가 결과는 추가적인 교육과정 운영, 수정작업이나 기존 과정 폐
지 등을 지지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평가를 위해 활용한 시간과 요구되는 필요 자원(비용, 장비 등)이
확보되어 있다.

업무환경(예,새로운 지식 및 스킬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리자의 태
도, 인센티브 제도 및 기회제공)이 교육 과정 내용 적용에 지원적
이다.

관리자들은 4단계 평가를 본 과정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교육 과정은 조직 목표(예, 조직의 전략적 계획이나 비전)에 긍정
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한 지식, 스킬, 가치는 측정가능하고 직무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과정으로 충분히 장기간 동안에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자

평가 책임자

질 문 내 용예

과 정 명

교육과정 정보

*출처: Keller(1994), How to do training evaluation

성과평가 적절성 검토 양식 사례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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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평가 도구개발 설계서를 작성한다.   

#5-1. 성과평가 도구개발 설계서

교육 목적 학습 목표 주요 성과물
평가 방법

(자료원 포함)

(1) 교육 목적을 확인한다.
(2)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학습의 목표를 기술한다.
(3) 교육 목적과 학습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학습자가 이루어낼 수 있는 주요

성과물을 확인한다.
(4) 성과물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확인한다.

예) 비용 절감: 작업비용, 사고처리비용, 프로젝트 비용

산출물 증가: 완료된 업무 건수, 작성된 보고서 수, 작업 추진율

작업 분위기: 사기 수준, 불만, 직무만족 수준, 이직율 등

(5) 성과지표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원을 확인한다.
예) 인식 변화: 설문지, 인터뷰

수행 향상: 조직내 인사 자료

경영 이익: 조직내 회계 자료

성과
지표

◐ 5.2. 성과평가의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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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법에 맞게 질문과 양식을 개발한다.

(1) 성과평가 설문의 개발

(2) 인터뷰시 성과를 확인할 질문을 개발한다.

(3) 자료를 요청할 양식을 개발한다.

- 양식 개발 방법은 행동평가에서의 hard data 수집 양식 개발을 참조한
다.

-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성과를 명확히 한다.
- 해당 성과의 성과지표를 질문의 형태로 전환한다.

(인터뷰 개발은 행동평가 인터뷰 개발 지침 참조)

-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를 명확히 한다.
(주로 인식/지각의 변화에 해당)

- 성과지표를 문항의 형태로 전환한다(행동평가 설문문항 개발지침 참
조).

※교육 대상자의 인식/지각의 변화는 학습 효과에 해당하고, 행동 변화
는 행동 효과에 해당하나, 교육 대상자의 변화를 통한 타인들의 인식/
지각 및 행동의 변화는 성과에 해당된다.
(예) 리더십 변화를 통한 부하직원들의 사기향상, 고객서비스 교육을

통한 고객들의 친절도 인식 향상)

성과유형

새로운 기술 습득

비용 절감

작업 습관

작업 분위기

금전적 이익

시간 절약

작업 개선

산출물 증가

새로운 기술 사용빈도, 새로운 절차 활용 수준

작업비용, 사고처리비용, 프로젝트 비용

금전적 회수율, 판매 이익

고객 불만율, 불량률, 재작업률, 낭비율

사기수준, 불만, 불평수준, 직무만족수준, 이직률

장비고장시간, 시간외 작업비율, 수리시간 비율

병가일수, 결근율, 안전사고율

완료된 업무, 작성된 보고서, 작업 추진율

성과지표

성과유형별 성과지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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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실행전 단계

2) 평가 실행중 단계

(1) 설문, 인터뷰를 준비한다(행동평가의 평가실행 전 단계와 동일).
(2) 성과 자료 및 기록의 출처를 확인한다(자료/서류 출처, 보관장소 확인).
(3) 자료 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는다.

(1) 인터뷰 일정을 관리한다.
(2)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인다.
(3) 수집된 자료가 의도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

료를 수집한다.
(4) 자료를 조직화한다.

◐ 5.3. 성과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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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목적, 교육 대상자 및 교육 환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결과에 대한 다른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한다.

1) 자료 정리/요약

유사한 자료끼리 범주화해서 분류하고 가능한 통계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수치적
으로 요약한다.

3) 평가 결과해석

(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간 성과자료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2) 교육 실시 전과 교육 실시 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차이 검증 방법은 학습평가에서의 집단간 비교 방법과 동일)

2) 집단간 차이 검증

(1) 분석 프레임을 보고한다(자료수집 과정, 사용도구, 분석방법 등).
(2) 분석결과를 보고한다(성과 요약결과,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 등).

4) 보고서 작성

5)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1) 성과평가 항목들 중 낮게 나타난 행동들에 대한 원인을 탐색한다.
(필요시 추가 인터뷰 등 실시)

(2) 도출된 원인들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피드백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과정 진행 강사, 과정의 기획자/개발자 등)

(3) 개선안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추진한다.

◐ 5.4. 성과평가의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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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분석 (사례 1)

• 평가 결과

질문1. 품질관리 스킬을 적용한 감독자들의 효율성이 증가되었는데, 그들의 감독자로서
책무가 확대되었다. 

질문2. 과정 이후, 품질관리 과정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다.

평가 전문가

교육 대상자

평가 책임자

과 정 명

교육 과정 정보

55/15
=3.66

100%

15

전체

1X1
=1

1/15
=6.6%

1

전혀 그렇지
않다(1)

1X5
=5

1/15
=6.6%

1

매우

그렇다(5)

10X4
=40

10/15
=66.6%

10

그런

편이다(4)

3X3
=9

3/15
=5%

3

다소

그렇다(3)

0/15
=0%

백분율

0X2
=0

평정
점수별

평균

0

그렇지

않다(2)

빈도수

평정 값

- 지각/인식 관련 자료

54/15
=3.6

100%

15

전체

0X1
=0

0/15
=0%

0

전혀 그렇지
않다(1)

0X5
=0

0/15
=0%

0

매우

그렇다(5)

11X4
=44

11/15
=73.3%

11

그런

편이다(4)

2X3
=6

2/15
=13.3%

2

다소

그렇다(3)

2/15
=13.3%

백분율

2X2
=4

평정
점수별

평균

2

그렇지

않다(2)

빈도수

평정 값

*출처: Keller(1994), How to do training evaluation

성과평가 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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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조직의 상반기 기록 자료를 수집한 결과이다. 

평가 전문가

교육 대상자

평가 책임자

과 정 명

교육 과정 정보

4262월

2351월

불량 건수
2244월

3143월

6월

5월

기간

17

4

2

불량 감소 건수

10

1

1

결과: 과정 후

업무 실적

5

27전체

3

결과: 과정 전

업무 실적
결과 측정

- 회계(금전적 이익) 관련 자료

- 수행관련 자료

$127,500

30,000

15,000

15,000

22,500

30,000

15,000

절약된

비용금액

4262월

2351월

불량 건수
2244월

3143월

6월

5월

기간

17***

4

2

불량 감소

건수

10

1

1

결과: 과정 후

업무 실적

5

27전체

3

결과:과정 전

업무실적
결과 측정

성과평가 분석 (사례 2)

***p<.0001

*출처: Keller(1994), How to do training evaluation

행동평가 설문 예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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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활용 양식과 Tool

1-1. 과정평가 개요

1-2. 평가전략 수립

2-1. 반응평가 설문문항 설계

2-2. 반응평가 설문 개발

3-1. 학습평가 도구개발 설계

3-2. 학습평가 도구개발 설계(2)

4-1. 행동평가 도구개발 설계

5-1. 성과평가 도구개발 설계서

활용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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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평가 개요

평가 여부구체적 산출물구분

정의적

산출물

인지적

산출물

평가

환경

과정

목적

기술적

산출물

상
황
적
요
건

평가

목적

경제적

가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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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수준

평가
내용

목표
수준

평가
방법

현업 복귀 후교육 종료 시교육 중교육 참가 시교육 참가 전

1-2. 평가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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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반응평가 설문문항 설계

학습자

요인

학습

위생 요인

학습

환경 요인

교육 내용

및

교수 설계

요인

강사 요인

반응평가 주요 내용평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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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반응평가 설문 개발

응답

유형
분석 방법평가 문항

주요

항목

평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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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습평가 도구개발 설계

포트
폴리오

평정
척도

선다형선택형

수행평가일반평가

학습목표시간모듈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322



3-2. 학습평가 도구개발 설계(2)

비고
수행 과제와의
직접적 연관성

핵심 학습 요소
(Knowledge)목차(소)목차(중)

목차
(대)

매우
있다

전혀
없다

보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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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행동평가 도구개발 설계

전이측정
행동지표

행동지표 (우수행동사례)고려요소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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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과평가 도구개발 설계서

성과지표
평가방법

(자료원 포함
주요성과물학습목표교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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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정책연구용역관리 절차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 매뉴얼





정책연구용역관리 절차

1. 계약 준비

2.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3-1-1. 연구진행상황 점검

3-1-2. 연구용역의 결과 평가

3-1-3. 연구용역결과의 사후 관리

2-1-1. 입찰 공고

2-1-2. 소위원회 개최

2-1-3.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1-1. 용역 및 계약방식 선택

1-1-2. 소위원회 구성

1-1-3. 과업지시서 작성

3. 연구용역추진 평가

정책연구
과제의 선정

☞ 정책연구용역관리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 매뉴얼을
참고한다. 

교육과정개발 등의 외부 전문기관용역사업을 위한 정책연구용역관리제도
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정책 연구용역의 정의

정책 연구용역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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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 용역계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과정이 이루어져야 한
다.

• 연구용역의 목적과 결과물을

구체화한다.
D-21과업지시서 작성

• 정책 연구용역의 총괄적 관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D-30소위원회 구성

• 정책 연구의 용역 방식과 계약

방식을 선택한다.
D-30

용역 및 계약 방식

선택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1.  계약 준비

◐ 계약 준비 관련 활동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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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연구용역 방식의 선택

인건비 및 최소한의 경비
지급

인건비 및 최소한의
경비 지급
(공무원에게는 용역비
지급 불가)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 지급

용역비
지급

연구자의 의견․아이디어가
정리된 약식 보고서

종합보고서 또는 업무
보고서(업무계획, 진단
보고서, 매뉴얼 등)

각 기관의 서식에 맞춰
작성된 종합보고서

연구
결과물
형태

연구자가 담당공무원에게
특정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연구자와 공무원간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한
공동 연구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출

연구
방식

자문형 용역공동 연구형 용역위탁형 용역

3) 계약 방식의 선택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다.
(1) 일반 경쟁: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들을 고려하여 일반 경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제한, 참가자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이 가능하다. 
(2) 제한 경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

한 기술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으

로 경쟁 참가자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3) 2단계 경쟁: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입찰 실시 후 가격

입찰 실시 가능하다.
(4) 수의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추정가격이 3천 만원

이하인 용역 계약, 또는 경쟁입찰 및 재공고 입찰 실시결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수의 계약을

한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 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

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 매뉴얼 pp.24～25 참조) 

1) 정책 연구용역의 정의

정책 연구용역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

적으로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 용역 및 계약 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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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연구용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
2) 소위원회는 실,국 및 소속기관별로 구성한다.

구성은 국장(소위원회 위원장), 연구과제 담당 과장(과제 담당관), 외부 위원 2명(평
가 전문위원 1명 포함) 등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의 비율이 전
체 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한다(정책 연구 용역관리 업무 매뉴얼 pp.24～25 참조).

연구용역을 위한 세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개별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한 다음, 방
침을 받아 확정한다.

☞ (과업 지시서 예시) 참고

▪ 과제 담당관과 평가 전문위원이 공동으로 평가:
공동으로 평가 결과서 작성 및「프리즘」에 입력

※ 소위원회 개최 생략 가능

연구용역
결과평가

▪ 과제 담당관은 평가 전문위원과 함께 연구진행 상황을 중간점검하
고, 연구자와 향후 일정 협의(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과제 담당관이 점검 결과서 작성 및「프리즘」에 입력
▪ 자체 점검결과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검토 의견 제시

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 내역의 심사 및 적격자 선정
▪ 수의 계약의 경우:
경쟁 입찰 계약의 가능성 및 연구자의 적정성 검토

연구자
선정

심의 내용개최 사유

◐ 정책 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 구성

◐ 정책 연구 용역 심의 소위원회의 기능(개최 사유 및 심의 내용)  

◐ 과업지시서 작성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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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형식 (예시)

1. 수행과업 개요

□ 과업명:
□ 목 적:
□ 결과물:

2. 용역 수행내용

3. 용역 기간 및 소요 예산

○ 용역 기간:
○ 소요 예산:

4. 일반 지침

5. 보안 관리

6. 세부 과업 보고절차와 일정
○ 과업수행 기간
○ 착수 보고 및 세부 연구계획서 제출
○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7. 기타
○ 제출 기일 및 제출처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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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 용역을 실행할 연구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연구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D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연구자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선정

을 위한 심의를 한다.
D-7소위원회 개최

• 과제지시서를 선정한 계약 방식에

따라 공고하여 연구자를 모집한다. 
D-14입찰 공고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2.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활동들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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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시에는 배정 예산을 준수한다.

2) 계약 체결 내용은 공개하며, 공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과제 담당관이 계약 내용을 ‘프리즘’에 등록
＊과제관리 담당별로 ID와 PW, 전자인증서 발급

(2) 등록 내용: 과제명, 연구 기관 및 책임 연구원, 목적, 기간, 방식, 용역 결과의
내용(과업지시서 중) 

(3) 첨부 내용: 사업 계획서(기제출 자료),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과업지시서

정책 연구용역 방식과 계약 체결방식에 따라 입찰 공고를 하여 연구자를 모집한다.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자 선정에 대한 심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서면(이메일)으로 소위원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2) 오프라인으로 개최시 외부위원 1명 이상 반드시 참석하도록 한다.

♣ 외부 전문가 수당과 여비 지급 기준

▪ 외부 전문가 참석 수당 지급:
운영 수당(201-06), 일반 수용비(201-01) 등 관서 운영비로 지급한다. 
(연구개발비(206-01)로 지급 불가) 

▪ 지급 기준: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1일당 70,000원을 지급한다.  
-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일 1회에 한해 30,000원 추가 지급이 가
능하다.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이 가능하다.  

-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 용역
을 제공할 경우,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 수
용비(201-01)로 지급 가능하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위해 선정된 연구자를 재정기획
관실에 통보한다.

◐ 입찰 공고

◐ 소위원회 개최

◐ 연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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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계약시에만 작성)수의계약 사유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자

선정방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 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 방식

소위원회 위원평가 전문위원

(직급⋅성명)담당 공무원(직급⋅성명)과제 담당관

2. 사업비 중
연구 개발비 ( )

1. 정책 연구 개발비 ( )

예산 구분
정책

연구 과제명

비고

심의

결과

(수의 계약시 작성)

연구자
선정안
및

선정사유

(경쟁 입찰시 작성)
입찰

결과

수의 계약의 경우경쟁 입찰의 경우

#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서식

•심의 착안사항: 계약방법의 적절성,연구자 선정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연구비의
적정성(수의계약의 경우)등

*출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서식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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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평가하여 사후 조치
를 한다.

• 용역 결과의 보고 및 활용

사항 등을 점검한다. 
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 용역

결과의

사후 관리

• 연구용역이 계약대로 이행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연구용역

결과 제출시

연구 용역의

결과 평가

• 연구진행 상황이 계약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연구 기간

중 1회 이상

연구진행 상황
점검

비고주요 내용시간구분

3. 연구 용역 추진 평가

◐ 연구 용역 추진 평가시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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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행 상황의 점검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1) 과제 담당관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소위원회에 제출, 소위원회에서는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후속 조치 마련 및 시행 권고 등). 
2) 과제 담당관이 연구 진행상황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리즘'에 등록한

다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의 2월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연구용역의 결과 평가(시기: 최종 연구결과물이 나온 이후): 
1) 과제 담당관과 평가 전문위원이 용역 결과를 평가한 후,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재정 기획관실에 통보하면, 전체위원회에 일괄 보고).  
2) 과제 담당관은 평가 전문위원과 공동으로 연구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리

즘'에 등록한다. 
＊연구개발비(206-01)로 외부위원에 대해 평가비 지급 가능

3)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①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정책 연구용역 참여 제한(최대 2년간)
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정책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

(최대 3년간)

1) 과제 담당관이 정책 연구 결과물 및 평가 결과서를 '프리즘'에 등록한다. 
: 메타정보 및 원문 비공개가 가능하다.

2) 과제 담당관은 정책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활용

보고서)을 '프리즘'에 등록한다.  
: 위원회에의 보고는 정책 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야 한다. 

♣ 과제 담당관의 역할

• 과제지시서 작성 후, 기관장께 보고 후 확정한다. 

•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연구자 선정 심의를 한다.  

• 연구 기간 동안 1회 이상 중간 점검 실시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한다.  

• 평가 전문위원과 공동으로 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한다. 

• 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결과의 활용 상황을 해당 기관에

보고한다.  

◐ 연구진행 상황 점검

◐ 연구 용역의 결과 평가

◐ 연구 용역의 결과물의 사후 관리

교육훈련 담당자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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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항

·정책 연구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일정 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기대 연구 결과의 달성 가능성

점검 결과

점검 일자

~ ( 개월 )연구 기간

1. 일반 경쟁 입찰( ) 2. 수의 계약( )연구자 선정방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 방식

담당 공무원부서/과제 담당관

연구기관/
책임 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명

# 연구진행 상황 점검 결과서

*출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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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과제 담당관평가 전문위원
구
분평가자

확인

·정책 연구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용역 추진 방법의 적절성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기타 사항

평가 결과

연구 결과

~ ( 개월 )연구 기간

1. 일반 경쟁 입찰( ) 2. 수의 계약( )
연구자

선정 방식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연구 방식

담당 공무원
부서/

과제 담당관

연구기관/
책임 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명

# 평가결과서

*출처: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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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연구용역관리 체크리스트

• 과제의 목적은 명확히 기술되었는가?

• 과제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명시되었는가? 

• 과제의 수행 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었는가?

• 과제의 수행 기간이 적정한가?

• 과제의 수행 절차가 명시되었는가? 

과제

지시서

작성시

일
정

• 정책 연구 과제는 적합한가?

• 연구 방식 및 용역 예산 규모는 적정한가?

•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이 명확한가?

과제
선정시

•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법이 적합한가?

• 연구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연구 수행능력

을 갖추고 있는가?

•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 계획은 정책 연구용역

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 계획은 타당성/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는 적정한가?

• 그 외에 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이 고려되었

는가?

연구자

선정시

• 정책 연구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연구 범위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 연구 내용에 있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 일정 계획에 따라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 연구 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날 우려는 없는가?

연구

용역

진행

상황

점검

• 정책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용역 추진방법이 적절하였는가?

• 당초 계획된 내용을 연구결과에 충실히 반영

하였는가?

• 연구 결과의 내용이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인

가?

• 기타 위원회에서 판단한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용역

결과

평가

비
고

NoYes체크 사항항목

*출처: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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