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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ased on the results of a previous study on the undergraduate education program of the second stage of the Korea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Program, the priority, continuation, and improvements operation plan of the previously operated 

education program were studied. Results of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Borich needs assessment model, and Locus for Focus 

Model confirm the need for implementation of short-term on-site training, career counseling and mentoring by experts in the field, 

internship programs, field education, lectures by global experts in the field, overseas advancement programs, education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research, and university convergence programs, in that order. Therefore, improvements and supplements are recommended 

through ① software education, ② lectures by experts (short-term on-site training, career counseling and mentoring by experts in the field, 

lectures by global experts in the field, and integration of intensive programs for major foreign languages), ③ field education (including 

overseas courses), and ④ internship programs and discontinuation of the university convergen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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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2단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문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 운영된 교육 프로그램

의 향후 시행 우선순위, 지속 여부, 개선 운영방안을 연구하였다. ISA, Borich 요구도, Locus for Focus Model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장

실무 단기연수, 현장전문가 진로상담 멘토링, 인턴십, 현장실습, 글로벌 현장전문가 초청강의,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산학 협

력 연구, 대학 융합 프로그램 순으로 시행 우선순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① S/W 교육, ②전문가 강의(현장실무 단기연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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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프로그램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운영하고, 대학 융합 프로그램은 지속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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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 배경

우리나라는 석유가스 및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이다. 특히 원유, LNG, 유연

탄, 무연탄 등 에너지원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90% 이상으

로, 해외에서 자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국내 기

간산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2015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일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국내 전

반에 확산됨에 따라 자원개발 기업의 사업 추진에 악영향

을 미쳤다. 자원개발 공기업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민간 기업들도 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융자예산 감소, 세제 지원 제도 

일몰, 저유가 지속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연구논문



류형근 · 임종세

한국자원공학회지

432

Fig.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artilla and James, 

1977).

자원개발산업의 침체에 따라 미래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기업의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최근 자원개발 관련학

과의 전공 취업률은 20% 내외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

며, 이는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과 전과생 증가, 학과 통폐합

을 유발함으로써 자원개발 인력양성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붕괴는 자원개발을 전공하는 

학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미래 

자원개발산업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래 자원개발

산업을 주도할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

분한 전공 기초지식과 실무 기초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

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2014년 10월~2019년 2월)의 학부생 교육 프로그램에 대

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설정

Cha and Oh(2014)는 큐브위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우

주전문 인력양성 성과를 연구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토

대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함으로써 프로그

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연구하였다. Park and Park 

(2018)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고급인력 양성사업의 성과평

가에서 커리큘럼별 교육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

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수혜자들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면 교육효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최근 자원개발특성화

대학사업 종합성과 분석(MOTIE and EMRD, 2019)에서 2

단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의 수혜를 받고 졸업한 인원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았다.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한 만족수준, 향후 지속적인 추진 및 강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특성화대학사업이 수혜자에게 

도움이 된 정도를 질의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분석하여 향

후 교육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Noh and 

Song(2019)은 중소기업 산학 협력 인력양성사업의 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설문조사 결과를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요

인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Maeng(2019) 또한 교육부

가 설정한 지방대학의 특성화사업 목표를 수강생들이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중요도와 수행도를 설문조사하

고, IPA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IPA 기법은 Martilla 

and James(1977)가 마케팅 기업 전략 수립을 위해 개발한 

분석법으로, 항목별 중요도와 실행도를 정량화한 뒤 Fig. 1

과 같이 중요도와 실행도 각각의 평균값으로 구분되어진 4

분면 상에 좌표로 나타내고, 좌표가 속한 분면이 정의하는 

속성에 따라 항목별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분석법이다.

1사분면은 이용자들이 해당 항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도 또한 비교적 높은 영역으로 지속

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항목임을 의미한다. 2사분면은 이용

자들이 해당항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행도

가 낮은 영역으로 실행도를 높이고 개선해야 하는 항목임

을 의미한다. 3사분면은 이용자들이 해당 항목에 대한 중요

도를 낮게 평가하고 실행도 역시 낮은 저순위 영역으로 현

재 이상의 노력은 불필요한 항목임을 의미한다. 4사분면은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항목임에도 실행

도가 지나친 항목으로 투입된 노력을 다른 항목에 투입하

는 것이 적절함을 의미한다(An, 2006; Maeng, 2019).

한편,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였지만 실행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아 IPA 기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안으로 Kim 

et al.(2019), Jung and Kwon(2018), Kim and Park(2019), 

Jeong(2016)은 다양한 분야의 요소별 우선순위 연구에 있

어 실행도 대신 만족도를 대입하는 변형된 IPA 기법, 즉 

ISA(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였

다. 이는 Tonge and Moore(2007)가 제안한 기법으로, IPA

에 있어 실행도는 관리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고 결과 중심

적인 측정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용자가 경험한 질을 의

미하는 만족도를 적용하는 것이 서비스 품질 파악에 바람

직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이 제안한 기법이다(Ju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사업 종합성과 분석(MOTIE and EMRD, 2019)

에서도 설문 답변지를 활용한 2단계 사업에 대한 만족도-지

속추진 선호도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지속확장영역, 우선

추진영역, 개선필요영역, 현재수준유지 영역으로 구분된 4

분면에 만족도를 가로축으로, 지속추진 선호도를 세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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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us for Focus Model (Mink et al., 1991).

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을 4분면상에 좌표로 

나타낸 것을 볼 때 ISA 기법과 유사한 분석법을 활용한 것

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각 교육 프로그램 별 좌표를 선정한 

근거와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분석한 것인지에 대한 설

명이 없어 타당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설문조사 결

과를 다시 해석하여 다양한 분석법을 적용해본다면 의미있

는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ISA 기법을 활

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우선순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ISA 기법 뿐 아니라 다른 유사 기법도 활용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한다면 분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유사 기법을 조사한 결

과, Park(2011)은 항공관련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요구

도 비교분석을 위해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Borich 요구도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교과목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Borich 요구도는 Borich 

(1980)가 항목별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를 토대로 각 

항목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기법으로 식 (1)

과 같다.

′  


∑×
 (1)

RL : required competency level

PL : present competency level

RL : average score of importance by each competency

N : total number

본 기법의 활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법은 설문 참여자가 생각하는 각 교육 프로그램의 인적 

역량 목표값과 설문 참여자 본인의 현재 역량값을 비교함

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

다. Kim(2017)은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각자가 생각하는 역량 항목별 중요도와 답변자 본인

의 역량 보유도를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 주력해야할 역량

항목을 파악하였는데, 이것이 첫 번째 방법에 해당한다. 두 

번째 방법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중점을 두고 설

문 참여자가 교육 프로그램 별로 생각하는 중요도와 만족

도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 Kim and Jeon(2012)은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의 사업영역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Borich 요구도 분석에서 필요도(RL)에 향후 중요도를 대입

하고, 현재수준(PL)에 현재의 만족수준을 대입시켜 각 요

소별 인식에 중점을 둔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

한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기를, 현재의 만족도와 향후의 중

요도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특정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

한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개선하거

나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예측할 수 있다

고 정의하였다. Song and Byun(2011)도 교사들의 테크놀

로지 리더십 인식수준 연구에서 설문에 참여한 교사가 답

변한 교육 요소별 중요도 인식수준과 현재의 인식 수준, 즉 

만족도를 Borich 요구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확보한 설문조사 결과의 유형을 감안하여 두 번째 분석

방법 즉, 인식에 중점을 둔 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별 우선순위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한편 Borich 요구도 분석은 각 항목의 요구도 절대값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 값을 크기순위로 나열하기만 하면 우

선순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항목의 필요도

와 만족도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Borich 요

구도 분석과 함께 사용되는 Locus for Focus Model 분석도 

함께 시행해보도록 하겠다. 본 분석법은 Mink et al.(1991)

에 의해 소개된 분석법으로 Fig. 2와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의 중요도를 가로축 좌표로, 중요도와 만족도의 불일

치정도를 세로축으로 하여 4개의 영역에 도식화하여 교육

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분석법이다. 1사분면은 중요도 수

준이 평균값보다 높고 두 수준의 차이 값 역시 평균보다 높

은 HH 분면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이라 할 수 있

다. 반면 3사분면은 중요도 수준 값이 평균보다 낮고 두 수

준의 차이 값 역시 평균보다 낮은 LL 분면으로 우선순위 고

려 대상에서 배제 되는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Kim, 

2017). 이에 앞선 Borich 요구도 분석에서 사용된 중요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를 활용하여 Locus for Focus Model 

분석도 수행하고자 한다.

2단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학부 프로그램 분석

설문조사 결과 보정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종합성과 분석(MOTIE and EMRD, 

2019)의 설문조사는 2019년 3월 7일부터 21일 사이에 2단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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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ching survey questions to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programs

Programs Importance Satisfaction

University convergence 

programs

2-①. Necessity of continuous

university convergence programs.

1-⑮. Satisfaction level of university convergence 

programs conducted with other universities.

Short-term on-site 

training

2-②. Necessity of continuous

short-term on-site training.

1-⑤. Practical training combined with industry 

demand (field education/short-

term on-site training).

Lectures by global experts 

in the field

2-③. Necessity of continuous

lectures by global experts in the field

1-①. Professors' efforts, including reflecting 

industrial demand and the latest technology 

trends.

Career counseling and 

mentoring by experts in 

the field

2-④. Necessity of continuous

mentoring programs

1-⑦. Communication satisfaction level when 

participating in mentoring

and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Field education
2-⑤. Necessity of continuous 

field education
1-⑤. Practical training combined with industry 

demand (field education/short-

term on-site training)Internship programs
2-⑥. Necessity of continuous 

internship programs

Overseas advancement 

programs

2-⑦. Necessity of continuous

overseas advancement programs

1-⑯. Satisfaction level of overseas advancement 

programs

Education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research

2-⑧. Necessity of continuous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research

1-⑦. Communication satisfaction level when 

participating in mentoring

and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on

※ The foreign language program was not included as it was not surveyed.

Table 2. Results of the corrected rating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for each training program

Programs

Importance Satisfaction

Sum
Modified 

Sum
Average Sum Average

University convergence programs 41.00 444.20 4.44 420.00 4.20

Short-term on-site training 247.00 581.08 5.81 522.00 5.22

Lectures by global experts in the field 69.00 554.94 5.55 546.00 5.46

Career counseling and mentoring by experts in the field 203.00 532.82 5.33 478.00 4.78

Field education 209.00 558.74 5.59 522.00 5.22

Internship programs 226.00 565.30 5.65 522.00 5.22

Overseas advancement programs 153.00 444.08 4.44 383.00 3.83

Education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research 131.00 508.62 5.09 478.00 4.78

조사항목은 교육받은 항목에 대한 만족도, 향후 추진 및 강

화가 필요한 프로그램, 직무수행 및 취업에 대한 도움정도 

등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100개의 설문지가 회신되었으며 

답변자는 학사 77명, 석사 14명, 박사 9명이었다. 먼저 ISA,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에 공

통적으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만족도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Table 1과 같이 매칭시켰다. 

만족도를 확인하는 설문 문항은 교육 프로그램 별로 만

족도를 1~7사이의 점수를 통해 답변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러나 중요도의 경우 우선 순위 1위와 2위만을 택하도록 설

계되어 있어 1순위에 7점, 2순위에 6점을 부여해 교육 프로

그램 별 평균값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 대한 중요도 평점 평균은 1.59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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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the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Fig. 4. Results of the Importance–satisfaction reanalysis.

으며 만족도 평점 평균은 4.84점으로 두 값의 차이가 커 적

절한 비교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중요도 설문항목 중 답변

이 이뤄지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만족도 값의 평균값을 

대입하여 만족도의 영향력을 높게 보정하였다. 

본 보정은 설문 데이터의 한정에 따른 보정으로, 대학 교

육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 유익하

고 중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도 밀접한 연관

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정하였다. 향후 연구 진행시에는 이

러한 점들을 보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

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ISA 결과 

Fig. 3과 같이 지속유지영역(Ⅰ)에 현장실무 단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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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the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of the 2nd Korea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Program 

(KEMREP)

Programs Priority

Results of the 

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Results of the Importance

–satisfaction reanalysis

1 Short-term on-site training

keep up 

the good work

the 2nd priority to improve

2 Internship programs the 2nd priority to improve

3 Field education -

4 Lectures by global experts in the field -

5 Career counseling and mentoring by experts in the field concentrate here the 1st priority to improve

6 Education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research

low priority

-

7 University convergence programs -

8 Overseas advancement programs the 3rd priority to improve

Table 4. Results of Borich needs analysis for the 2nd KEMREP

Programs
∑(Importance-

satisfaction)
Importance Borich needs Priority

University convergence programs 24.20 4.44 1.07 7

Short-term on-site training 59.08 5.81 3.43 1

Lectures by global experts in the field 8.94 5.55 0.50 8

Career counseling and mentoring by experts in the field 54.82 5.33 2.92 2

Field education 36.74 5.59 2.05 5

Internship programs 43.30 5.65 2.45 4

Overseas advancement programs 61.08 4.44 2.71 3

Education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research 30.62 5.09 1.56 6

※ N = 100 

인턴십, 현장실습, 글로벌 현장전문가 초청강의가 포함되

었고, 집중해야 할 영역(Ⅱ)에 현장전문가 진로상담 멘토

링, 차순위 영역(Ⅲ)에 산학 협력 연구, 대학 융합 프로그램,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으며, 과잉영역

(Ⅳ)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없었다.

Noh and Song(2019)은 기존 IPA의 4분면에 평균값 교

차지점과 0점을 연결하는 대각선 분할을 추가하여 6개 구

역으로 구분하고 대각선 위쪽으로는 집중해야 할 영역 즉, 

개선이 시급한 영역으로 판단하는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ISA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Fig. 4와 같

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장전문가 진로상담 멘토링이 1순위 영역에 

속해 개선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현장실무 단기연수, 인턴

십이 2순위 영역,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이 3순위 영

역에 속하였다. ISA 결과를 종합하면 Table 3과 같다.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앞선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토대로 식 (1)의 필요도(RL)

에 중요도를 대입하고, 현재수준(PL)에 만족수준을 대입

하여 Table 4와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장실

무 단기연수, 현장전문가 진로상담 멘토링, 우수학생 해외

진출 프로그램, 인턴십, 현장실습, 대학원 산학 협력 연구, 

대학 융합 프로그램, 글로벌 현장전문가 초청강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Locus for Focus Model 분석 결과

앞선 Borich 요구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교육 프로그램

별 중요도 평균값, 중요수준과 만족수준의 편차 총 합계는 

Table 5와 같다.

위 데이터를 토대로 좌표상에 나타낸 결과, Fig. 5와 같이 

우선순위별로 1사분면에 현장실무 단기연수, 현장전문가 

진로상담 멘토링, 인턴십이 포함되었으며, 4사분면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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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the Locus for Focus Model for the 2nd Korea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Program (KEMREP).

Table 5. Data calculation for Locus for Focus Model analysis. 

Programs Importance Importance-satisfaction 

University convergence programs 4.44 0.24

Short-term on-site training 5.81 0.59

Lectures by global experts in the field 5.55 0.09

Career counseling and mentoring by experts in the field 5.33 0.55

Field education 5.59 0.37

Internship programs 5.65 0.43

Overseas advancement programs 4.44 0.61

Education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research 5.09 0.31

Table 6. Analysis of the 2nd KEMREP’s priorities

Programs

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Borich needs 

analysis

Locus for 

Focus Model 

analysis

Sum Priority

University convergence programs 2 1 1 4 8

Short-term on-site training 8 8 8 24 1

Lectures by global experts in the field 5 2 4 11 5

Career counseling and mentoring by experts in the field 4 7 7 18 2

Field education 6 4 5 15 4

Internship programs 7 5 6 18 2

Overseas advancement programs 1 6 3 10 6

Education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research 3 3 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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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글로벌 현장전문가 초청강의, 2사분면에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3사분면에 산학 협력 연구, 대학 융합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종합

앞선 3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 프로그램 별 시행 

우선순위를 도출해보았다. 도출 방식은 분석 결과별로 우

선순위가 가장 높은 1위에는 8점을, 8위에는 1점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Table 6과 같이 현장실무 단기

연수, 현장전문가 진로상담 멘토링, 인턴십(공동 2위), 현

장실습, 글로벌 현장전문가 초청강의,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대학원 산학 협력 연구, 대학 융합 프로그램 순으

로 확인되었다. 도출된 우선순위의 의미를 고찰해보면 순

위가 높다고 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단순히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3가지 분석법

은 모두 중요도 및 만족도 값이 크거나 중요도와 만족도의 

편차가 큰 항목들이 높은 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요도와 만족도 값이 큰 교육 프로그램들은 현재 상

태만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현재 잘 운영

되고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현 체계 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환경변화에 유기적 대응함으

로써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이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요도와 만족도의 편차가 큰 교육 

프로그램은 중요도가 높음에도 현재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 보다 좀 더 많은 관심과 개선

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향후 운영에 더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학부 프로그램 제안

앞서 살펴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결과와 그간 교

육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다양한 사안들, 교육 프

로그램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다

음과 같이 개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지원대상은 전공 분

야 교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감안하여 2~4학년

으로 설정하였다.

대학 융합 프로그램

대학간 공동 프로그램으로 컨퍼런스, 교차강의 등을 운

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신규 인력양성사업의 학부 지원 프

로그램은 2단계 특성화대학사업의 3~5개 유사전공 또는 

인접 대학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와는 달리, 자원개

발 기본계획(‘20~‘29)(MOTIE, 2020)에서 정한 개별 대학 

특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대학 융합 

프로그램(대학 간 공동 컨퍼런스, 교차강의 등 공동 프로그

램)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선 학부 

프로그램 종합분석 결과, 동 프로그램은 8개 프로그램 중 

우선순위가 최하위로 산정되었으며, ISA에서도 7위(차순

위 영역에 포함)로 만족도와 중요도가 매우 낮아 부정적이

었다.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에서는 중요도와 만족도

의 격차가 작아 긍정적이었으나, 중요도가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추진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본 프로그램의 운영은 중단하고 사업 운영과정에

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전담기관이 통합 개최하는 방식

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현장실무 단기연수

컨소시엄 소속 대학간 공동으로 S/W 교육 및 전문 기술 

교육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방학기간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종합분석 결과, 8개 프로그램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ISA에서도 1위(지속 유지영

역에 포함)로 긍정적이었다. 한편 중요도는 높으나 중요도

와 만족도의 격차가 커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

정된 ISA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선 우선순위가 2위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개선 

필요사항 분석을 위해 2017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특

정 협력그룹의 실적을 분석해본 바, 여러 대학이 공동 참여

하는 방식으로 총 8건의 현장실무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시

행하였으며 그 중 7건이 외부기관 활용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외부기관 활용 교육의 경우 교육 효율을 고려하였

을 때 반드시 공동으로 개최해야할 필요성은 낮아보였으

며, 각 대학이 개별 운영토록 했다면 각 대학의 특성과 강점

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였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개별 대학 운영방식으

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주로 외

부기관을 활용한 전문 S/W 교육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많

은 비용이 소요되다보니 대학 자체 예산으로는 시행하기는 

어렵고, 그에 반해 산업계의 S/W 활용 역량 수요는 높아 지

원 필요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이에 본 프로그램

은 전문 S/W 교육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선택

과 집중을 하고, 본 프로그램에서 운영되었던 전문 기술교

육 방식의 프로그램 등은 ‘전문가 강의’ 프로그램을 신설하

여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유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에 운영되어온 교육 프로

그램의 벽을 허뭄으로써 대학의 교육 기획 효율성 및 자율

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S/W 교육은 사용법 학

습도 중요하지만 우선 S/W 활용에 필요한 전공 기초지식

이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S/W 교육 서두에 전공 

기초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전문가 강의 프로그램과 연계

하는 방식으로 기본 전공지식을 충분히 갖추도록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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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교육을 한다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글로벌 현장전문가 초청 강의

해외 연사를 초청하여 해외 선진 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

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학부생들이 수준 높은 내용과 외국

어를 이해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1~2차년도

만 운영되고 중단된바 있으며, Borich 요구도 또한 8개 프

로그램 중 최하위였다. 그러나 종합분석 결과 우선순위 5위

로 중간수준을 나타냈으며, ISA 결과, 8개 프로그램 중 4위

(지속유지 영역에 포함)로 긍정적이었다.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에서도 중요도가 높고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종합하여볼 때, 일부 선

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글로

벌 현장전문가 초청 강의는 전문가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

을 통합한 ‘전문가 강의’ 프로그램 내에서 필요한 대학에 

한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장전문가 진로상담 멘토링

산업계에 진출한 선배나 현장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들

의 진로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된 전공 강의를 듣는 프로그

램이다. 종합분석 결과 우선순위 2위로 긍정적이었으며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2위, ISA 결과 5위이지만 집중해

야할 영역에 포함되는 등 지속 운영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산업계 침체 지속으로 학생들의 진로

지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운영 필요성은 충

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신설되는 전문

가 강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지속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한편,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에서 중요도가 

높은데 반해, 중요도와 만족도의 격차가 커 개선방안 모색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취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해본 바, 과거 운영 방식과 같이 

소수 인력만 채용하고 있는 기술 분야로의 취업 유도에 주

력하기 보다는, 자원개발 유관 분야로의 취업방안도 폭넓

게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로를 제시

해주는 개선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실습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무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하는 프로그램으로, 종합분석결과 4위로 우선순위는 중

간수준으로 나타났다. ISA에서도 3위(지속유지 필요영역

에 포함)로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냈으며,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에서도 중요도와 만족도의 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이었다. 현장 실무를 교육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 유지해야할 프로그램

으로 판단되며, 참여대상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2~4학년

으로 제한하지 않고 1학년도 참여 가능토록 하여 앞으로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프

로그램 명칭의 경우, 학생들이 현장을 방문하면 안전상의 

문제로 직접 현장에서 실습을 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기 때문에 현장교육으로 명칭을 조정하고 직접 실무를 

실습하는 인턴십의 경우에는 교육 성격이 다른 바, 별도 프

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인턴십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직접 산업체에서 근무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종합분석 결과 2위로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내었으며, ISA 결과는 2위(지속유지 영역에 포함)로 

긍정적이었으며, Borich 요구도 분석에서는 4위에 속해 중

간수준이었다.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지속 유지 

필요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에서는 중요도가 높은데 반해 중요도와 

만족도의 격차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운영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개선방안 검토 결과, 가장 개

선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인턴십 기회의 확대였다. 자원개

발산업이 활성화된 1단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2009

년 3월~2014년 2월) 당시 인턴십 학생의 수는 10개 대학 

540명(대학당 연 54명)이었던 것에 반해, 자원개발산업이 

침체된 2단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2014년 10월~2019

년 2월)에서는 대학수가 4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십 

학생수가 376명(대학당 연 2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

된다. 이는 기업의 사업 여건과 더불어 채용 여건 등이 악화

된 영향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다. 향후 신규사업에서는 현장교육 

강화를 위한 산학 협력체계의 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학생 해외진출 프로그램

학생들의 해외 실습 및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종합분석 결과 8개 프로그램 중 6위로 우선순위가 비교적 

낮으며, ISA에서도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차순위 영역에 

속하였다. Locus for Focus Model 분석 결과, 중요도가 낮

고 중요도 만족도의 차이가 큰 편에 속해 지속 필요성은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Borich 요구도 분석에서 우선

순위가 3번째로 높음을 감안할 때 동 프로그램은 현장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단, 해외에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운

영 초기에는 한정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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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New program for undergraduate students

Existing program New program Remarks

University convergence programs - 
Stopped, and whenever required hosted by 

the management agency

Short-term on-site training
Professional S/W 

training program

Software training programs will be included 

in the expert lecture programs

Lectures by global experts in the field
Expert lecture 

program

Combine lecture programs of external 

experts
Career counseling and mentoring by experts in the field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gram for technicians

Field education and internship programs
Field education Add overseas program

Internship programs Separate from field education

Overseas advancement programs - Transfer to field education

산학 협력 연구 프로그램

대학원생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프로그램으로 대학 컨소

시엄과 기업이 협력 연구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의 학부 도입 적정 여부 검토를 

위해 분석을 실시해보았으나, 종합분석 결과 7위로 우선순

위가 낮고 ISA 결과 6위(차순위 영역에 포함), Borich 요구

도 분석결과 6위, Locus for Focus Model 분석결과 중요도

가 낮고 중요도와 만족도의 격차도 작아 도입 필요성은 낮

아 보인다. 단,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산학 협력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일부 우수 학부생들이 참여 가능

토록 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므로 향후 대학원 프로그램 기획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 외국어 집중 학습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전공 분야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으로 설문조사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이 이뤄지

지 않아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하지만 교육 방식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강의형식임을 감안할 때, 대학의 교육 수

요에 따라 전문가 강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면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제안한 학부 프로그램 개선 운영방안을 종합하면 

Table 7과 같다.

결   론

자원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학부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를 위해 2단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수혜자

들의 설문 답변을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되어온 교육 프로

그램에 대한 ISA, Borich 요구도 분석, Locus for Focus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학부 프로그

램은 현장실무 단기연수, 현장전문가 진로상담 멘토링, 인

턴십, 현장실습, 글로벌 현장전문가 초청강의, 우수학생 해

외진출 프로그램, 산학 협력 연구, 대학 융합 프로그램 순으

로 우선순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선 분석결과와 그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확인

된 다양한 요소,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하였을 때, 

대학 융합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단하고 ①S/W 교육, ②전

문가 강의(현장실무 단기연수, 현장전문가 진로상담 멘토

링, 글로벌 현장전문가 초청강의, 전공외국어 집중 학습 프

로그램 통합), ③현장교육(해외과정 포함), ④인턴십 프로

그램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 자원개발 산업계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자원개발 

산업계와 더불어 대학 교육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못해 인프라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자원개발 산업과 관련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시

점이다. 향후 신규 인력양성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기

를 바라며 본 연구의 내용이 사업 운영방안 기획 시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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