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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 성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집체교육훈련에 참

여한 435개 기업 2,87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개인수준(1수준)과 기업수준(2수준)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개인수준의 변인은 성별, 결혼여부, 학력, 정규직 여부, 근무기간, 근로시간, 평

균월급, 직무만족도 및 교육훈련 참여 동기를 적용하였으며, 기업수준의 변인으로는 업

종, 규모, HR 전담 조직 여부, 1인당 매출액(log), 각종 HR 지원정책 및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직접경비(log)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수

준(1수준)의 변인을 투입한 결과, 학력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내적 동기에 의한

훈련참여가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기업 업종과 HR 지원정책(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직접비용) 역시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 성과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수준의 변인은 기업 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집체교육훈련 성과인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

육훈련과 인력관리 정책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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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들은 인재육성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경쟁기업과의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대표적인 활동은 내부 구성원인 근로자들

에 대한 교육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은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

속적인 인적자본 축적을 통해 기술혁신과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교육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직결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근로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실

질적인 직무능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강순희, 2010;

김진덕, 2011; Garavan, 2007). 강순희(2010)는 기업의 교육훈련 지원은 기업의 1인당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높이고, 이직률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김기

태(2008)는 교육훈련 투자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기업교육훈련이 근

로자 개인의 업무성과와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예, 노용진, 정원호, 2006; 김종관, 배상림, 2006; 김기태, 조봉순,

2008; 정진철, 2008).

기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직무관련 교육훈련은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훈련과 근무현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집체교육훈련이다. 현장훈련은

비교적 업무활용성이 높고, 훈련참여로 인한 업무공백과 생산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

는 장점으로 최근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조세형, 윤석천, 2010), 전문강사와

시설, 장비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집체교육훈련의 중요

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집체교육훈련의 경우, 업무 현장을 떠나 이루어지는 만큼 훈

련기간 동안의 업무공백, 교육훈련 비용과 시간투자라는 측면에서 훈련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어수봉, 조세형, 2008). 특히,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교육훈련비의 상

당수도 집체교육훈련이라는 점에서, 집체훈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 2010).

지금까지 교육훈련의 훈련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대

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교육훈련을 투자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투자한 훈련비용 이상

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둔다. 즉, 정량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매출액, 당

기순이익,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인 성과에 초점을 둔다(강순희, 2010; 김진덕, 2011;

노용진, 채창균, 2009) 반면, 주관적인 성과로서 성과인식에 관심을 두는 연구도 일부

진행되어왔다(최보인, 김중화, 2008; 김기태, 조봉순, 2008; 이만기, 2009;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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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이러한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주로 근로자의 직무만족, 태도변화,

동기부여, 직무능력 향상에의 인식 등, 성과인식 변수가 활용된다. 즉, 일반적인 훈련

성과에서 활용되는 성과변수인 재무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업무

활용, 직무태도 변화, 직무만족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이 선행되어야만 교육훈련과 정

량성과 간의 인과성 역시 명확히 할 수 있어, 이러한 인식적 측면에서의 성과인식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객관적 성과에 비하여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주로 단일 기업의 집체교육훈련 성과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손근, 2014; 조세형, 윤석천, 2010; 이찬, 정보영, 이재은 2013; Blume, Ford,

Baldwin, Huang 2010),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집체교육훈련의 성과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는 개인수준의 변인과 기업수준의 변인을 동일한 수준으로 인식하여 회귀분석

이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서로 다른 수준의

변인들을 단층으로 파악함으로써 연구결과와 해석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

가 제기되고 있으며(안우환, 2004), 조직과 기업의 상호작용을 간과한 채, 개인차원의

변인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설명되지 못하는 표준오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명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수준의 변인을 서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 HLM)을 통해 근로자 개인수준(1수

준)과 기업수준(2수준)을 구분하여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각 수준별 변인들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층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학적 오

류(ecological fallacy)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손성철, 정범구, 주지훈,

2013).

본 연구에서는 전국단위의 패널데이터를 중심으로 개인과 조직수준의 위계적 선형

모형을 활용하여 기업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파악해 보고자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에 미치는 변인과 영

향력의 수준을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업 인적자원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

의 성과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원, 조직차원의 변인,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

용 효과를 차례대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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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기업 교육훈련의 특징과 현황

기업 교육훈련은 근로자가 현재 또는 미래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훈련의 방법은 일반

적으로 현장훈련, 집체교육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등으로 분류되는데(고용노동부,

2010; 관계부처합동, 2012), 가장 기본적인 훈련방법은 현장훈련과 집체훈련방법이다.

현장훈련은 기업 내 숙련된 선배 근로자나 상사가 신입사원이나 미숙련 근로자들에

게 직무를 중심으로 가르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법이

다(조세형, 윤동열, 2011). 대부분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직접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

며, 한 번에 여러 명을 훈련시키거나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훈련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훈련비용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훈련내용이 현

장과 연계되어 훈련생의 능력에 따라 훈련장소와 시간, 수준을 조절할 수 있고, 즉각

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박경규, 임효창, 2000). 특히 중소기업은 집체

교육훈련에 따른 업무공백 등 열악한 교육훈련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장

훈련을 선호한다(어수봉, 조세형, 2008).

반면, 집체교육훈련은 근로자가 업무현장을 벗어나 일정기간 특정장소에 모여서 집

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김지은, 2010). 주로 근로자의 채용, 전문적인 직무능

력,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직무현장에서 벗어나 전문연수원이나 훈련기관에 위탁

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훈련목적에 따라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1일~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참여하게 된다. 집체교육훈련은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최신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신의 기술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훈련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며, 훈련시설과 장비 등의 비

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꺼려하는 측면도 있다(박경규, 임효창, 2000).

국내기업의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보면(2012년 기준), 전체 기업 중 과반수인

50.6%(66,626개소)의 기업에서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집체훈련 참여시간은 26.7시간, 훈련비용은 14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통계

청, 2012).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300인 이상 기업은 3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집체훈련 시간이 더 많고, 훈련비용 역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시간과 비용의 부담에 따

른 집체교육훈련 참여의 부담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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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재직근로자대상교육

훈련실시(개소,%)

1인당평균

집체훈련시간

1인당평균집체훈련비용(천원)

전체　수강료 시설비 기타비용

전체 66,626(50.6) 26.7 143 91 15 36

　

300인 미만 64,758(50.1) 26.6 139 87 15 36

　 10~29인 42,988(45.4) 26.8 115 78 15 22

　 30~99인 16,642(60.0) 26.5 190 102 14 75

　 100~299인 5,128(74.2) 25.7 167 118 18 31

　

300인 이상 1,868(86.5) 31.3 316 246 35 34

　 300~499인 800(80.2) 28.2 244 180 28 36

　 500~999인 598(89.0) 31.4 270 228 21 21

　 1000인이상 470(95.7) 36.5 511 395 68 49

출처: 통계청(2012),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표 1> 2012년 국내기업 교육훈련 현황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훈련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전문적인

훈련내용과 훈련강사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Baldwin,

Ford, 1988; Burke, Hutchins, 2007; 김진모, 곽재덕, 이유진, 2010), 공식적 교육훈련으

로써 가시적인 훈련참여 확인이 가능하고, 훈련을 위해 직접적인 시간과 비용의 투자

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집체교육훈련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훈련방법으로 여겨지고 있

다(어기구, 강순희, 어수봉, 최기성, 2012). 결국, 다양한 형태의 훈련노하우와 시스템,

그리고 훈련강사에 의해 전문화된 시설과 장비를 통한 집체교육훈련은 장기적인 측면

에서 기업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강화와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기업 교육훈련의 성과와 성과 인식

지금까지의 기업 교육훈련 관련 연구는 교육훈련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전제로,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교육훈련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검증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다(김동배, 2000; 김안국, 2008; 김경혜, 2008; 김진덕, 2011; 이영민,

2013; 정진철, 2008).

기업의 교육훈련 성과는 연구자마다 상이하나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성과 측면

에서 파악되어 왔다. 정량적인 성과는 주로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 당기순이

익,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인 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순희

(2010)는 기업 내 1인당 교육훈련비 투자가 높을수록, 기업 근로자의 1인당 매출액, 1

인당 당기순이익, 1인당 영업이익 등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검증하였고, 김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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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역시 한국신용평가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일정기간 시차 간격을 두고, 기업 구성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노용진, 채창균(2009)은 1인당 교육훈련비가 1인당 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을 파악하였으며,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기업교육훈련이 경영성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함을 검증하

였다. 또한, 신건권, 정군오, 김연용(2003) 역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는 기업 매출총

이익율과 경상이익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기업의 교육훈련 증가는 결과적으로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매출액,

순이익, 부가가치 등의 재무적인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업 성과의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주관적인 성과측정 요소가 주를 이룬다.

즉, 근로자의 직무만족, 태도변화, 동기부여, 직무능력 향상에의 인식 등이 주요 변수

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김기태, 조봉순(2008)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는 기업 근로자

의 태도변화를 매개로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는데, 특히, 긍정

적인 태도의 증가가 조직성과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만기(2009) 역시, 기업 교육훈련 중 현장훈련이나 직무순환 등은 직원의 직무능력 향

상과 동기부여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이직률 저하에도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기태(2008)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투자가 근로자

의 직무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정성적 성과

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기업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의 근로동기, 직무만족도, 직

무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업의 교육훈련이 정량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들은 다수

있었으나,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과 인식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드물게 이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기업의 교육훈련에 관한 성과 분석이 주로 재무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진 이유는 정량적인 성과 측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의 수혜자 중 하나인 기업 담당자들의 관심사가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되는 정량지표

에 보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성적 측면에서 연구되는 직무만족과 직무능

력향상 인식이라는 변인이 최종적인 기업 성과변인이라기 보다는 최종 성과를 위한

매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교육훈련의 정량성과인 재무적 성과 역시, 근로자의 업무활용, 직무태

도, 직무만족 및 직무능력 향상 인식이라고 하는 개별 근로자의 훈련을 통한 업무 내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훈련과 정량성과 간의 인과성을 명확히 하

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의 투자의 기대수익 확보가 단기간에 이루

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기업의 교육훈련 지출이 일정기간 시차를 두고 해당 기

업의 구성원들에게 매개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훈련과 재무적인 성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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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구성 및 내용 변인설명

독립

변인

Level 1

(개인

수준)

인구

학적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결혼여부 미혼=1, 혼인=0

연령 연속변인

최종학력(더미=고졸이하) 고졸이하, 전문학사, 학사, 

<표 2> 변인구성 및 내용

인과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명시적으로 파악되는 정성적

인 변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기업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이하 HCCP) 5차년도 자료(본사용, 근로자용, 재무자료)를 활용하였

다. HCCP는 국내 기업이 지닌 인적자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파악하고, 기업 내 인

적 자원의 역량을 축적해가는 과정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서 2005년부터 격년제로 수행하는 패널로, 2014년 5차에 걸쳐 기업차원과 개인차원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CCP 5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를 통해 기업 집체

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인변인과 조직변인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HCCP는 일반적으로 약 500개의 기업과 각 기업에 속한 1만 5천명의 근로

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모든 근로자는 기업데이터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계

적 선형모형에서 기업 ID를 통해 데이터 간의 연계가 가능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 집체훈련 참여에 있어서, 개인변인은 학습자의 일반특성과

일자리특성, 훈련 참여동기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변인은 상사와

동료의 지원과 HR 수준을 중요변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HCCP 패널자료는 구체적

인 상사와 동료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변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내

교육훈련과 HR 지원정책의 세부 항목을 대리변인으로 활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변

인은 <표 2>과 같다.

2.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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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이상

일자

리

특성

근무기간 연속변인

직급3)(더미=사원급) 사원급, 주임대리급, 과장급이상

정규직 여부 정규직=1, 비정규직=0

평균 근로시간 평균 근로시간(정규+초과)

평균 월급 연 근로소득/12

직무만족도 5점 척도

동기 교육훈련 참여동기 내적동기=1, 외적동기=0

Level 2

(기업

수준)

기업

일반

특성

업종(더미=제조) 금융, 비 금융

중소기업여부 중소기업=1, 대기업=0

1인당 매출액 Log(1인당매출액)

기업

HR

수준

HR전담부서의 유무 있음=1, 없음=0

교육훈련시간 유급인정 유무 반영=1, 미반영=0

교육훈련 의무이수제도 유무 반영=1, 미반영=0

교육훈련의 인사고과 반영 유무 반영=1, 미반영=0

부하 육성 및 교육훈련의 관리자 

인사고과 반영 유무
반영=1, 미반영=0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직접경비 

비율
Log(교육훈련 직접경비/총 인건비)

종속변인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 

인식
4점 척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조사당시 집체교육훈련에 참여한 근로자로, 데이터 중 연

구변인에 결측값이 포함된 근로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는 435개 기업 내 2,875명의 근로자이다. 연구대상 기업과 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자 특성에 따르면, 남성이 84.4%(2426명) 여성은 15.6%(448명)

로 남성비율이 높았으며, 기혼자가 65.8%(1892명), 미혼자는 34.2%(982명), 평균 연령

은 37.50세(최소 19세, 최대 62세)였다. 이들의 학력은 4년제 대졸자가 59.7%(1717명)

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규직(99.1%, 2847명) 이었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48.12시간, 평균월급은 382.15만원이었다. 과반수에 가까운 49.4%는 자발적인 동기(내

적)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과반수(50.6%, 1453명)는 상사 등의 외

적 요인에 의해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변수의 특성에 따르면, 업종별로 제조업이 전체의 76.1%(331개)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였으며, 69.4%(302개) 기업이 HR 전담부서가 있었다. HR정책의 인사반

3) 고위관리자로 분류가 가능한 임원 및 생산직 감독자의 경우, 집체교육훈련의 유인

책 및 실제 현업에의 적용 가능한 범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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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개인

성별
여 448 15.6 

남 2426 84.4 

결혼여부
기혼 1892 65.8 

미혼 982 34.2 

연령(세) 2874 37.50 7.59 

최종학력

고졸이하 471 16.4 

전문학사 436 15.2 

학사 1717 59.7 

석사 250  8.7 

근무기간(년) 2874 100.0 10.03 7.57 

직급

사원급 818 28.5 

주임대리 912 31.7 

과장이상 1144 39.8 

정규직여부
비정규 27  0.9 

정규 2847 99.1 

평균 근로시간(시간) 2874 100.0 48.12 6.66 

평균 월급(만원) 2874 100.0 382.15 161.93 

직무만족도(5점 만점) 2874 100.0 3.82 0.75 

교육 훈련 참여동기
외재 1453 50.6 

내재 1421 49.4 

합계 2874 100

기업

산업

제조업 331 76.1 

금융 27  6.2 

비금융 77 17.7 

규모
대기업 227 52.2 

중소기업 208 47.8 

인당매출액(천원, 로그값) 435 100.0 5.68 0.64 

HR 전담 조직 유무
아니오 133 30.6 

예 302 69.4 

교육훈련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아니오 29  6.7 

영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교육훈련의 유급인정=93.3%, 교육훈련의 의무이수 정책

=39.8%,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인사정책 반영 여부=47.8%, 부하 육성 및 교육훈련의

관리자 인사고과 반영 기업=39.3%). 구체적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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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06 93.3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지 여부

아니오 262 60.2 

예 173 39.8 

근로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 

공식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

아니오 227 52.2 

예 208 47.8 

부하 육성이나 교육훈련이 

고과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아니오 264 60.7 

예 171 39.3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직접경비(백만원, 

로그값)
435 100.0 5.19 0.61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인식 2874 100.0 2.89 .736

3. 분석방법

다층으로 구성된 변인분석을 위하여 위계적 선형분석(Hierarchical Linear Model :

HLM) 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층모형분석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조직연구에서 개인

및 조직차원과 같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각 수준별 통합

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며, 조직 구성원은

조직 내에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

개인의 행동은 조직수준의 특정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손성철 외, 2013). 특히

사회과학 연구 자료의 성격상 변인들이 개인과 조직처럼 다층구조(Multi-level)를 지

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사회조사 연구들은 이러한 자료의 구조

적 특성을 간과한 채, 자료들을 단일 수준으로 통합하여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을 실

시해왔다(이재영, 최응렬, 2010). 그런데, 이러한 분석방법은 변인의 의미를 변색하거

나 변인 간의 관계를 왜곡시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강상진,

1995).

반면, 위계적 선형분석 모형은 연구대상의 집단 내와 집단 간의 차이를 구별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명시적인 통계모형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층분석 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종속변인인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이 1차적으

로는 개인속성(제1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2차적으로는 조직수준(제2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위계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기초모형과 연구모형 분석으로 구성된다. 기초모형은 모형에 독

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분석하는 모형으로 이를 통해 종속변인의 전체 분산 중 개인

및 조직수준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연구모형은 조직효과와

관련된 무선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 유의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을 투입하는 모형으로 개인수준 및 조직수준의 효과검증이 가능하다(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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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 방정식

Y(집체교육훈련의 성과)ij = β0j + β1j*(성별ij) + β2j*(결혼여부ij) + β3j*(나이ij) + β4j*(학

력, 전문학사ij) + β5j*(학력, 학사ij) + β6j*(학력, 석사이상ij) + β7j*(근무연한ij) + β8j*(직

급, 대리ij) + β9j*(직급, 과장이상ij) + β10j*(정규직여부ij) + β11j*(근로시간ij) + β12j*(임

금ij) + β13j*(직무만족ij)+ β14j*(교육훈련참여동기ij)+ rij

기업수준 방정식

β0j = γ00 + γ01*(산업,금융업j) + γ02*(산업,비금융업j) + γ03*(규모j) + γ04*(1인당매츌

액j) +γ05*(HR전담조직 여부j) +γ06*(교육훈련 반영여부1j) +γ07*(교육훈련 반영여부2j) +

γ08*(교육훈련 반영여부3j) +γ09*(교육훈련 반영여부4j) +γ10*(인건비대비 직접 교육훈련 

비율1j) + u0j

임정연, 2012). 분석을 위하여 SPSS 18.0과 HLM 7.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연구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Ⅳ. 연구결과

1. 기초모형 분석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향상 성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기초모형과 연구모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초모형은 연구모형에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본격적인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조직수

준(기업 간)의 변량을 추정하여 위계적 선형모형의 적용가능성과 종속변인의 총 변량

중 개인과 조직 수준의 설명비율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기초모형의 분석모형은 아래

와 같다.

아래의 수식에서 β0j는 각 기업별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 직무능력향상 성과인식의

평균을 의미하며, 이 값은 전체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 직무능력향상 인식 평균(γ00)

과 각 기업의 고유효과(u0j)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때, u0j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

을 나타낸다면, 기업 간 집체교육훈련 성과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수준(level-1) 

Yij = β0j + rij 

조직수준(Level-2)

β0j = γ00 + u0j

본 연구의 기초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과 같다. 최대우도 추정에 의한 집체교육

훈련 성과인식 계수는 2.869, 표준오차는 0.018(t=153.281, p<.01)이다. 이는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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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변량 중 

기초모형의 

기업 간 변량

=
(기업 간 분산)

=
0.035

== 6.5%
(기업 간 분산)+(개인 간 분산) 0.035+ 0.505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ratio p-value

절편, γ00 2.869 0.018 153.281 *** <0.001

무선효과 분산 χ2 p-value

절편, u0  0.035  457.259 *** <0.001

level-1, r  0.505

***p<0.001

의 집체 교육훈련 성과인식의 수준은 기업의 특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 4> 기초모형 분석결과

또한,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를 확인할 수

있다. <표4>에 따르면, 개인수준에서의 분산은 0.505, 기업수준에서의 분산은 0.035로

집체교육훈련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인식은 약 6.5%가 기업 간의 차이에 의한 것이

고, 나머지 93.5%는 근로자 개인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당한 영향력이 개

인차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업별 평균 직무능력향상 인식의 정도가 기업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

한 가설검증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경우, 기업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X2=457.259, p<.001). 즉, 기업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인식은 개인 뿐 아

니라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설명력은 약 6.5%로 이

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모형 분석

1)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Unconditional Slope Model)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

립변인 중 제1수준인 개인특성을 투입하는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 중 연속 변수인 나이, 근무연한,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직무만족도의 경우,

집단평균 중심화(group mean centering)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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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 Model

Yij = β0j + β1j*(성별ij) + β2j*(결혼여부ij) + β3j*(나이ij) + β4j*(학력, 전문학사ij) + β5j*(학력, 

학사ij) + β6j*(학력, 석사이상ij) + β7j*(근무연한ij) + β8j*(직급, 대리ij) + β9j*(직급, 과장

이상ij) + β10j*(정규직여부ij) + β11j*(근로시간ij) + β12j*(임금ij) + β13j*(직무만족ij)+ β

14j*(교육훈련 참여동기ij)+ rij 

level-2 Model

    β0j = γ00 + u0j

    β1j = γ10 + u1j

    β2j = γ20 + u2j

    β3j = γ30 + u3j

    β4j = γ40 + u4j

    β5j = γ50 + u5j

    β6j = γ60 + u6j

    β7j = γ70 + u7j

    β8j = γ80 + u8j

    β9j = γ90 + u9j

    β10j = γ100 + u10j

    β11j = γ110 + u11j

    β12j = γ120 + u12j

    β13j = γ130 + u13j

    β14j = γ140 + u14j

    β15j = γ150 + u15j

위의 수식에서 Yij는 각 기업(j)에 속한 근로자(i)의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β0j는 기업별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

인식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또한 γ00는 투입된 개인변인이 평균값을 가질 때 기대되

는 직무능력 향상인식의 평균이고, u0j는 집체교육훈련 직무능력 향상인식에 대한 기

업의 고유효과를 의미한다. 또한 γ10에서부터 γ140은 성별에서 교육훈련 참여동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개인변인에 대한 회귀계수의 평균이고, U0j에서부터 U14j는 각 개

인변인에 관한 기업의 고유효과를 말한다.

분석결과(<표 5> 참조), 개인변인의 무조건적 기울기 무선효과 검증결과는 χ2=

463.25, p<0.001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고졸학력을 더미로 했을

때, 고졸 학력자에 비하여 학사(t=1.985, p<.05)나 석사 이상(t=2.288, p<.05) 등 높은

학력을 지닌 근로자가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성과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 스스로 직무만족도가 높거나(t=7.988, p<.001), 내적 동기에 의해 집

체교육훈련에 참여한 경우(t=7.880, p<.001),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성과를 높이 인식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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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ratio

절편, γ00 2.684 0.216 12.405 ***

성별, γ10 0.011 0.043  0.255

결혼여부, γ20 0.017 0.038  0.456

나이, γ30 -0.008 0.004 -1.771

학력

전문학사, γ40 -0.011 0.055 -0.208

학사, γ50 0.100 0.050  1.985 *

석사이상, γ60 0.148 0.065  2.288 *

근무연한, γ70 0.003 0.004  0.808

직급
대리, γ80 -0.006 0.037 -0.153

과장, γ90 0.004 0.055  0.071

정규직, γ100 -0.014 0.216 -0.065

근무시간, γ110 -0.003 0.003 -1.169

월급, γ120 0.000 0.000  0.839

직무만족, γ130 0.173 0.022  7.988 ***

훈련 참여동기, γ140 0.226 0.029  7.880 ***

*p<0.05, **p<0.01, ***p<0.001

<표 5> 무조건적 기울기 모형검증의 효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ratio

절편, γ00 2.636 0.071 37.180 ***

업종, 금융권, γ01 0.166 0.072  2.321 *

업종, 비금융권, γ02 -0.069 0.056 -1.236

규모, γ03 0.055 0.041  1.351

1인당매출액, γ04 -0.004 0.016 -0.241

다음으로 기업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 성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수준

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수준의 변인을 투입하였다. 조직변인의 무선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χ2=409.949, p<0.001).

고정효과 분석결과(<표 6> 참조), 업종 중 금융업(t=2.321, p<.05), 교육훈련을 유급

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업(t=2.135, p<.05),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직접비용 비율

(t=3.019, p<.05)이 높은 기업은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이 직무능력향상에 미친다는 성

과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기업의 규모, 1인당 매출액, HR 조직 여부, 의

무 교육시간 여부 등의 변인은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 이라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표 6>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변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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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수준(level-1) 

Yij = β0j + β1j*(성별ij) + β2j*(결혼여부ij) + β3j*(나이ij) + β4j*(학력, 전문학사ij) + β5j*

(학력, 학사ij) + β6j*(학력, 석사이상ij) + β7j*(근무연한ij) + β8j*(직급, 대리ij) + β

9j*(직급, 과장이상ij) + β10j*(정규직여부ij) + β11j*(근로시간ij) + β12j*(임금ij) + β

13j*(직무만족ij)+ β14j*(교육훈련 참여동기ij)+ rij 

조직수준(Level-2)

β0j = γ00 + γ01*(업종, 금융권j) + γ02*(업종, 금융권j) + γ03*(규모j) + γ04*(1인당매출

액j) + γ05*(HR 조직 여부) + γ06*(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j) + γ07*(의무 교육시간 

여부j) + γ08*(교육훈련 인사반영j) + γ09*(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j) 

+ γ010*(인건비 대비 직접 훈련비율j) + u0j

β1j = γ10 

β2j = γ20 

β3j = γ30 γ31*(업종, 금융권j) + γ32*(업종, 금융권j) + γ33*(규모j) + γ34*(1인당매출액j) 

+ γ35*(HR 조직 여부) + γ36*(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j) + γ37*(의무 교육시간 여

부j) + γ38*(교육훈련 인사반영j) + γ39*(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j) + 

γ310*(인건비 대비 직접 훈련비율j)

β4j = γ40 

β5j = γ50 + γ51*(업종, 금융권j) + γ52*(업종, 금융권j) + γ53*(규모j) + γ54*(1인당매출

HR 조직 여부, γ05 0.077 0.046  1.686

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 γ06 0.136 0.064  2.135 *

의무 교육시간 여부, γ07 0.023 0.046  0.500

교육훈련 인사반영, γ08 0.024 0.045  0.541

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 γ09 -0.001 0.037 -0.021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직접비용 비율, γ010 0.120 0.040  3.019 **

*p<0.05, **p<0.01, ***p<0.001

2) 조건적 모형 검증(Conditional Model) : 개인과 조직수준 변인의 상

호작용 효과

마지막으로 기업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 성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변인

과 조직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분석은 개인변인이 조직변인과 상

호작용을 하여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향상 성과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수준에는 개인수준 변인을, 2수준에는 기업수준 변인

들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을 보기위한 2수준의 기업변인은 1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업종, 학사, 석사, 직무만족, 훈련참여 동기에만

투입하였다. 변인투입 시, 모형에 포함된 절편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속변인

중 개인수준 변인은 집단평균중심화(group mean centering)를 기업수준 변인은 전체

평균중심화(grand mean centering)를 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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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j) + γ55*(HR 조직 여부) + γ56*(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j) + γ57*(의무 교육시간 

여부j) + γ58*(교육훈련 인사반영j) + γ59*(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j) 

+ γ510*(인건비 대비 직접 훈련비율j)

β6j = γ60 + γ61*(업종, 금융권j) + γ62*(업종, 금융권j) + γ63*(규모j) + γ64*(1인당매출

액j) + γ65*(HR 조직 여부) + γ66*(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j) + γ67*(의무 교육시간 

여부j) + γ68*(교육훈련 인사반영j) + γ69*(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j) 

+ γ610*(인건비 대비 직접 훈련비율j)

β7j = γ70 

β8j = γ80 

β9j = γ90 

β10j = γ100 

β11j = γ110 

β12j = γ120 

β13j = γ130 + γ131*(업종, 금융권j) + γ132*(업종, 금융권j) + γ133*(규모j) + γ134*(1인

당매출액j) + γ135*(HR 조직 여부) + γ136*(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j) + γ137*(의

무 교육시간 여부j) + γ138*(교육훈련 인사반영j) + γ139*(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j) + γ1310*(인건비 대비 직접 훈련비율j)

β14j = γ140 + γ141*(업종, 금융권j) + γ142*(업종, 금융권j) + γ143*(규모j) + γ144*(1인

당매출액j) + γ145*(HR 조직 여부) + γ146*(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j) + γ147*(의

무 교육시간 여부j) + γ148*(교육훈련 인사반영j) + γ149*(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j) + γ1410*(인건비 대비 직접 훈련비율j)

개인과 기업수준 변인의 상호작용이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들

을 분석한 결과(<표 7>참고), 기본적으로 개인수준 변인에 조직수준의 변인을 투입할

경우, 금융 근로자는 다른 업종 근로자에 비해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성과인식을 보다 높게 하고 있었으며(t=4.599, p<.001), 교육훈련을 유급시간으로 인정

하는 기업의 근로자 역시 그렇지 않은 기업 근로자에 비해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인식

이 높았다(t=2.369, p<.05).

또한, 개인변인 수 학력변인은 기업수준 변인과 상호작용으로 서로 다른 결과가 도

출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학사와 석사 학력자는 고졸 학력자에 비해 집체교육훈련 성

과인식이 높았는데, 금융권 기업 안에서는 학사와 고졸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집체교

육훈련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성과인식 차이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t=-3.195,

p<.01). 또한, 석사이상의 학력자와 고졸학력자 역시 기업 내 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의 양성과 교육훈련이 반영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인식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25, p<.01).

다음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은 개인은 직무능력향상 인식이 높았으나, 기업규모가 커

질수록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었다(t=-2.752, p<.01). 즉, 중소기업에서는

직무만족이 높으면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향상 인식이 높아지나, 대기업에서는 이

러한 차이가 상쇄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내적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집체교육훈련을 선택한 경우라도, 금융권

에서는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성과인식의 차이가 줄어들었다(t=-2.194, p<.05).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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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준

오차
t-ratio

개인수준  x 기업수준

절편 

절편, γ00 2.182 0.260 8.391 ***

업종, 금융권, γ01 0.583 0.127 4.599 ***

업종, 비금융권, γ02 -0.060 0.101 -0.591

규모, γ03 0.089 0.069 1.290

1인당매출액, γ04 0.000 0.031 0.006

HR 조직 여부, γ05 0.018 0.076 0.233

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 γ06 0.371 0.157 2.369 *

의무 교육시간 여부, γ07 0.035 0.080 -0.444

교육훈련 인사반영, γ08 0.105 0.082 1.273

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 γ09  0.028 0.066 0.435

인건비 대비 직접 훈련비율, γ010 0.119 0.065 1.844

성별 절편, γ10  0.014  0.0423 0.334

결혼여부 절편, γ20  0.013  0.038 0.345

나이 절편, γ30 -0.008  0.004 -1.843

전문학사 절편, γ40  0.010  0.055 -0.188

학력, 학사

절편, γ50 0.374 0.141 2.654 ***

업종, 금융권, γ51 -0.348 0.109 -3.195 **

업종, 비금융권, γ52 -0.108 0.096 -1.124

규모, γ53 -0.057 0.067 -0.846

1인당매출액, γ54 0.031 0.041 0.748

HR 조직 여부, γ55 0.082 0.080 1.029

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 γ56 -0.238 0.135 -1.769

의무 교육시간 여부, γ57 -0.031 0.075 -0.417

교육훈련 인사반영, γ58 0.043 0.078 -0.549

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 γ59 -0.081 0.067 -1.204

인건비 대비 직접 훈련비율, γ510 -0.002 0.070 -0.030

학력, 

석사이상

절편, γ60 0.141 0.272 0.520

업종, 금융권, γ61 -0.061 0.125 -0.484

업종, 비금융권, γ62  0.002 0.131 0.018

금융권의 경우, 직무와 특정 직무 영역에 초점을 맞춘 신기술 습득이나 자격증 습득

등 필요에 의한 훈련참여가 높아 내외적 동기에 의한 성과 보다는 필요에 의한 훈련

참여와 성과인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표 7> 개인변인과 조직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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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준

오차
t-ratio

개인수준  x 기업수준

규모, γ63 0.095 0.142 0.668

1인당매출액, γ64 0.083 0.119 0.693

HR 조직 여부, γ65 -0.048 0.146 -0.328

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 γ66 0.153 0.255 0.602

의무 교육시간 여부, γ67 -0.020 0.109 -0.182

교육훈련 인사반영, γ68 -0.063 0.111 -0.569

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 γ69 -0.238 0.102 -2.325 *

인건비 대비 직접 훈련비율, γ610 0.157 0.110 1.432

근무연한 절편, γ70  0.003  0.004 0.891

직급, 대리 절편, γ80 -0.005  0.037 -0.146

직급, 

과장이상
절편, γ90  0.001  0.051 -0.011

정규직 절편, γ100  0.028  0.195 0.145

근무시간 절편, γ110 -0.003  0.003 -1.292

월급 I절편, γ120  0.000  0.000 0.689

직무만족

절편, γ130 0.112 0.105 1.070

업종, 금융권, γ131 0.117 0.080 1.460

업종, 비금융권, γ132 0.044 0.059 -0.746

규모, γ133 -0.111 0.040 -2.752 **

1인당매출액, γ134 0.025 0.014 -1.727

HR 조직 여부, γ135 0.002 0.050 0.036

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 γ136 0.180 0.099 1.811

의무 교육시간 여부, γ137 -0.081 0.055 -1.476

교육훈련 인사반영, γ138 0.026 0.050 -0.510

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 γ139 -0.034 0.043 -0.793

인건비 대비 직접 훈련비율, γ1310 0.017 0.051 0.334

교육훈련 

참여동기 

절편, γ140 0.361 0.122 2.953 **

업종, 금융권, γ141 0.334 0.152 -2.194 *

업종, 비금융권, γ142 0.051 0.085 0.596

규모, γ143 -0.023 0.065 -0.352

1인당매출액, γ144 -0.045 0.027 -1.676

HR 조직 여부, γ145 0.029 0.069 0.412

교육훈련 유급시간 인정, γ146 -0.179 0.119 -1.508

의무 교육시간 여부, γ147 0.115 0.067 1.707

교육훈련 인사반영, γ148 -0.090 0.064 -1.411

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 γ149 0.064 0.054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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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
계수

표준

오차
t-ratio

개인수준  x 기업수준

인건비 대비 직접 훈련비율, γ1410 -0.023 0.063 -0.364

*p<0.05, **p<0.01, ***p<0.00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이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성과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인과 조직변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집체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성과인식에 근로자 개인변인 뿐만 아니

라 조직변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변인의 설명력은 전체 중

약 6.5%로 미비한 수준이었으며, 상당수의 설명력은 근로자 개인의 특성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변수가 근로자 개인에 의해 측정된 인식으로

기업수준의 특징 보다는 개인 근로자의 상황과 특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낮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인식

에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시할 수

없다. 즉,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 성과는 단순한 근로자 개인차 이외에 기업의 업종

(산업), 문화, 제도 등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존에 개인과 기업의 변인을 동일한

수준에서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수준별 세밀한 분석과 이를 통한 기업 인적자원개

발 정책의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변인들은 학력(학사,

석사), 직무만족도, 교육훈련 참여 동기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업무에 근무할 확률이 높고, 도전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주현식, 임근욱, 2007), 학습효과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란 유추가 가능하다. 또한 직무만족은 근로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일반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으면, 직무

몰입을 가져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남중헌,

김해룡, 양필석, 2008).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근로자가

직무를 대하는 행동에 변화를 유발하고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동기가 집체교육훈련 성과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Burke, Hutchins, 2007; Blume et al, 2010; 이찬

외, 2013). 교육훈련에 대한 내적 동기는 훈련의 내용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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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과 기대가 높으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직무수행 개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된다.

셋째, 집체교육훈련의 성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변인은 업종(금융권)과 교육훈

련 유급시간 인정,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직접비용이었다. 업종에 따른 차이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해석이 요구되나, 아마도 금융권은 비 금융권에 비해 업무시스템

과 기술변화, 금융관련 법이나 제도의 변화에 민감할 것이다. 따라서 변화 인지가 높

은 조직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배을규, 김대영, 2008;

Tracey et al, 1995), 이러한 요구와 조직문화는 집체교육훈련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의 HR지원제도 중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직접

비용의 비율은 기업이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직접적이고 높은 관심을 의미하며,

이는 집체교육훈련 활용과 적용을 지원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

무교육시간 여부, 교육훈련 인사반영, 관리자 고과에 부하직원 교육훈련 반영 등은 유

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했는데, 이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추가되어야겠지만, 아직

이러한 제도들이 국내기업에 도입되어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중이 적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개인변인과 조직변인은 서로 상호 작용하며, 집체교육훈련 성과인식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문화와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집체교

육훈련 성과의 일부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관리자 고과에 부

하직원의 양성과 교육훈련이 반영되는 기업은 고학력자 집체교육훈련의 성과가 낮은

반면, 교육훈련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의 경우 성과

가 보다 촉진된다.

관리자의 고과에 부하직원의 교육훈련이 반영될 경우, 관리자는 부하직원의 훈련참

여를 높이기 위해 강압적인 훈련참여를 독려할 것이고, 이러한 비자발적인 훈련참여

는 근로자의 훈련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고, 훈련 참여동기를 낮춘다(Baldwin,

Magjuka, 1991). 특히, 고학력자와 같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훈련과정 선택과 학습능

력이 뛰어난 근로자에게는 더욱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으나, 관리자 고과 반영 기업은 학사학력자의 집체교육훈련 성과를 감소

시키고 있었다. 또한 훈련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어 근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

이는 기업의 직무만족이 높은 근로자의 훈련 참여동기를 자극하여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특히 기업규모 역시 개인변인과 상호작용하여 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

어, 직무만족도가 높은 근로자의 성과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대기업 근로

자의 경우 오히려 이러한 성과인식은 상쇄된다. 즉, 직무만족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

효과는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집체교육훈련 참여와 적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특히, 집체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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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으로 인해 생긴 업무공백의 부담을 가지고서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그만큼 직무

에 대한 관심과 직무성과에 대한 기대가 큰 근로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

기업에서는 외부적 환경지원으로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설계

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집체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근로자 집체교육훈련의 현장적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학력, 직무만족

도는 기업에서 통제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지만, 자발적인 훈련 참여동기는 회사 내

시스템을 통해 자극할 수 있다. 먼저, 훈련기관들은 훈련과정 설계 시, 기업과 근로자

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산업․맞춤형 훈련과정 개발을 통해 근로자의 훈련참여를

유도하고, 근로자가 실제 직무에의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시스템을 추가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기업은 근로자의 훈련참여를 자극할만한 유급인정제도나 우수훈련생의

성과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전에 훈련참여의 목

적과 적용계획을 세워 훈련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을 업무현장에 적용하는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집체교육훈련 성과인식은 기업환경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따라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은 조직 내 근

로자의 욕구와 특성, 동기 등을 반영한 인적자원개발 설계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참여

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업무변화가 많고,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훈련 선택을 선호하는 고학력자를 위한 교육훈련 정책과 일

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성격이 강한 조직의 인력관리 정책은 설계부터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종속변인으로 활용된 직무능력 향상이 근로자의 자기평가에 의한

값이란 점이다.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적용과 직무능력 향상은 참여 근로자

직속상사를 통해 사전과 사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조사도구의 특성상 근로자 자기평가에 의한 측정값을 종속변인

으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둘째, 패널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이미 완성된 조사도구의 활용을 해야만 하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연구에 가장 적합한 변인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도 교육훈련의 직무능력 향상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조직변인의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학습문화 등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비교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해석이 보완된다면,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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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금융권과 다른 업종,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업종과 문화에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특히 집체교육훈련은 이러한 업종과 규모에 따라 훈련참여율과 훈련

의 종류에도 특징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업종과 규모를 나누어 보다 자세

한 기업수준의 특성을 통한 기업 교육훈련성과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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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the Employees’ Perceived Performance of Off

Job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Influential Variables

on It

Jungyon Lim, Youngmin Le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ived performance of off job

education and training and identify the influential variables, using 5th Human

Capital and Corporates' Panel (HCCP) data. We examined 435 corporations and

2875 employees and applied Hierarchical Linear Model in terms of individual level

and corporate's level. We used SPSS 21.0 and HLM 7.0 software packages.

Individual level variables were the gender, marriage status, academic degree level,

employment types, the types of job, employment period, working hours, wage, job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of off job education and training etc.

Corporation variables were the corporate sector, size of corporations, the existence

of human resource department, and HR policies of corporat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 factors that improved off job education and training’s

performance were impacted by the individual level variables as well as

corporations level variables. Second, when we only input the individual level

variables, highly degree level, job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by intrinsic

motivation showed positive impacts on off job education and training’s

performance. Third, the corporate sector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had positive impacts on Job performance.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occurred

and impacted the off job education and training’s performance.

Key words : Off J ob Education and Training , Performance, Influential

Variable, Hierarchical Linear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