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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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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 내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훈련 전이

의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가장 크며 적용 가능한 교육훈련

전이 촉진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Torraco(2005)

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국·내외 주요 학회지에 게재된 기업

교육훈련 전이 관련 실증연구 26편을 대상으로 통합적 문헌 고찰(integrative literature

review)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육훈련 전이의 관련 변인을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수자 요

인, 학습자 요인, 조직 요인으로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모형에 포함될 변인을 선정한 후, Caffarella(2002)가 제시한 개념적 틀을 적용

하여 교육훈련 시기와 핵심 참여자를 중심으로 교육훈련 전이 촉진을 위한 모형을 설계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전이 촉진 전략을 제시하였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 단계에서는 수단성과 자기효

능감, 자기조절학습능력 그리고 조직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단

계에서는 교육훈련 내용을 적절히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후 단계에서는

조직지원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론적으로 구인한

기업 교육훈련 전이 촉진을 위한 모형을 실증적으로 구명하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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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투

자를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투자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

다. 그러나 최근 선행연구들(Baldwin & Holton, 2003; Berk, 2008)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 내 교육훈련 관계자들은 교육훈련을 실행한 후에 발생하는 전이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교육훈련 전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사후 관리하는 통합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통합적 입장에서 취해야 할 주요 고려사항 가운데 하나는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훈련 관계자

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면, 통제가 가능한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을 파악하고 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교육 맥락에

서 전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전이의 촉진 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Torraco(2005)에 따르면 문헌고찰은 관련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정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 또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밝혀냄으로써 다

음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훈련 전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된 주제의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 대한 수집, 분석

및 재구성을 통한 지식 및 정보의 정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는 Torraco(2005)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 고찰(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방법론에 따라

기업 교육훈련 전이의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행연구에 터한 기업 교육훈련 전

이의 촉진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실제 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이 촉진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육훈련 전이의 개념과 영향 요인

Nadler(1971)가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이후 이를 정의하고자 하는 여러 시

도들이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전이는 학습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습득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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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무 수행에 활용하는 정도로 정의된다(Latham & Wexley, 1981; Newstrorm, 1986;

Noe, 2008). 다음으로 전이의 정도에 따라 현재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학습하고 적

용하는 일반화(generalization)와 학습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유지(maintenance)로

정의될 수 있다(Baldwin & Ford, 1988; Farr, Mathieu, Tesluk & Vance, 1995). 한편 교육

훈련 전이는 전이되는 거리의 개념에 따라 근전이와 원전이로 나누어 제시될 수 있다. 근전

이는 학습 상황에서 학습한 것을 업무 환경에 비슷하게 적용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원전이

는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더욱 넓은 범위의 상황에 적용하고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동배, 2007; 이진화, 2009; Baldwin & Holton, 2003; Clark & Voogle, 1985; Laker, 1990).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전이를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실제 직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김진모, 이진화, 길대환, 2006)으로 정

의하였다.

한편 교육훈련 전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

명하거나 교육훈련 전이와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로 이루어진다. 이들 연구를 크

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aldwin과 Ford(1988), Holton(1988),

Holton과 Naquin(2003), Noe와 Schmitt(1986), Tanenbaum과 Yukl(1992) 등은 교육훈련 전

이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의 특성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변인들로는 능력, 기술, 학습동

기, 전이동기, 태도, 기대, 자기효능감 등이 있었다. 둘째, Baldwin과 Ford(1986)가 교육훈련

설계에 관련된 요인을 제시한 이후에 Baldwin, Magjuka와 Loeher(1991), Burke(1997),

Holton(1998), Quinones(1995) 등은 교육훈련 설계 관련 요인을 보다 세분화하고 이들이 교

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Noe(1986)는 교육훈련 전이 과정에

관여하는 업무환경의 영향을 제시한 이후에 이러한 요인을 규명하고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aldwin과 Ford(1988), Cromwell과 Kolb(2004), Goldstein과 Rouiller(1993),

Kavanaugh, Tannenbaum과 Tracey(1995) 그리고 Holton(1998) 등은 업무 환경 내의 상사

의 지지, 동료의 지지, 활용 기회, 학습 문화, 조직 문화 등이 업무 환경이 교육훈련 전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2. 교육훈련 전이의 모형

교육훈련 전이 모형을 제시했던 주요 연구들을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

대까지를 1단계, 1990년대 초기부터 1990년대 말까지를 2단계, 그리고 2000년대 이후의 연구

를 3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Cheng & Hampson, 2008). 이 가운데 1단계에 제시된 연

구들은 초기의 연구로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후 2단계에서는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경험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이다. 다음으로 3단계인 2000년부터는 통합

적 전이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Cheng &

Hampson, 2008).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시기별로 제시되어졌던 전이 모형들 가운데 주

요 모형들을 분석하고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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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e(1986)의 모형

Noe(1986)는 Wexley와 Baldwin(1986)이 제시한 교육훈련 가능성(trainability)의 개념

을 보다 확장하여 자신의 연구에 환경적인 요인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 Noe(1986)는

학습자의 성격과 학습동기가 학습과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학습

을 통해 나타난 행동변화 및 결과를 교육훈련 전이로 정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

습자 개인의 특성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학습자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제위치, 기대, 자기 효능성과 통제위치

에 영향을 받는 기술평가 피드백에 대한 반응, 경력 및 직무태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학습동기는 학습, 행동변화,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정 중에

서 학습이 행동변화로 이어질 때, 환경에 대한 호의성이 전이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같은 전이동기는 다시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Noe(1986)는 이와 같은 모형

을 통하여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자 개인적 특성에는 학습 능력뿐

만 아니라, 학습동기, 기대, 태도와 같은 다양한 특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Noe(1986)의 모형은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이외에 교육훈

련 설계, 작업 환경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한안나,

1999). 또한 Noe와 Schmitt(1986)의 실증연구에서 학습자 개인적 특성이 교육훈련 전이

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외부 환경이 교육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했다.

2) Baldwin과 Ford(1988)의 모형

Baldwin과 Ford(1988)는 1987년 이전에 수행된 교육훈련 전이와 관련된 경험연구를

검토하고 교육훈련 문헌에 대한 비평적인 평가를 하면서 교육훈련 전이의 시스템 모형

을 제시하였다(Cheng & Hampson, 2008). 이들은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를 투입과 산출로 나누고, 투입 요소를 학습자와 교육훈련설계, 작업 환경 측면으로 나

누어 제시하였다. 즉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으로는 능력, 성격, 동

기가 제시되었으며, 교육훈련 설계에는 학습원리, 절차, 교육훈련내용 등이 제시되었고,

작업 환경에는 지원, 사용 기회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산출물은

학습과 파지 그리고 일반화 및 유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학습자 특성, 교육훈련 설

계, 작업 환경과 같은 요인은 학습과 파지 그리고 일반화 및 유지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주거나, 학습과 파지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일반화 및 유지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교육훈련의 투입 요소들을 밝히고 이들의 각 하위 요소

들을 설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각 투입 요소들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김진모, 1997; 한안나,

1999). 그러나 이 모형은 각 투입 요인들의 하위 요인과 다른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

한 가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측정 도구가 제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이도형, 1995).

또한 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전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구분하지 못한 한계 역시

지적이 되고 있다(현영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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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stner와 Gegenfurtner, Gruber, Veermans(2009)의 모형

Festner 외(2009)는 통합적 문헌 고찰을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

습자의 전이동기와 이러한 전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 , 훈련 요소 , 조직

요소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은 각 특성 별 하위 요인이 전이동기와 교육훈련 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을 교육훈련 전과 후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교육훈련 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었다([그림 Ⅱ-1] 참조). 즉 교육훈

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소에는 태도, 동기, 개인 특성, 직무 몰입, 자기

효능감, 기대, 훈련에 대한 반응이 제시되었고, 훈련 요소에는 교육훈련의 구성, 개

입 설계, 학습이 제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조직 요소에는 조직 문화, 직무 특성, 사

회적 지지가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각 하위 요인들은 훈련 전, 또는 훈련 후에 학

습자의 전이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교육훈련 전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교육훈련 시기와 요인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각 요인들의 하

위 요인과 다른 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모형을 뒷

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Ⅱ-1] 교육훈련 전이동기 종합 모형

출처: Festner, Gegenfurtner, Gruber, & Veermans. (2009).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Motivation to
transf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8(3), p.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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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전이의 모형 설계를 위한 개념적 틀

Saks와 Belcourt(2006)는 교육훈련 시작 전, 교육훈련 중, 교육훈련 종료 후에 전개되는

활동이 교육훈련 전이에 서로 다른 작용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조직은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육훈련 활동을 전개해야 유의미한 전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작업 환

경에 있어서는 교육훈련 전, 후에 보다 강한 관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선행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훈련 시작 전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Baldwin & Ford, 1988; Cromwell &

Kolb, 2004; Kraiger, McLinden, & Casper, 2004)은 작업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인으로 상사의 지원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참여자가 교육훈련

참여 전에 요구분석 과정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며(Saks & Belcourt, 2006), 학습자들 자신이 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

도록 미리 허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Baldwin, Magjuka, & Loher,

1991). 둘째로, 교육훈련 진행 중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Baldwin과 Ford(1988)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에 있어서 기초적인 수준의 학습 원리가 포함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제

업무환경과 유사한 경험과 관련된 학습내용을 구성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에 전개되는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교육훈련 후 환경(Post-training environment)은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프로그램 종료 후 얼마 동안의 기간은 학습자에게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업무환경에서 교육훈련 전이가 발생하는데 있어 방해나 제

약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Tannenbaum & Yukl, 1992).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

(Rouiller & Goldstein, 1993; Tracey, Tannenbaum, & Kavanagh, 1995)은 전이풍토나 조직

의 학습문화가 교육훈련 전이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리고 Cromwell과 Kolb(2004)에 따르면 교육훈련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상사나 동

료로 부터의 지지나 교육훈련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조직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

급하고 있다.

한편 Caffarella(2002)는 교육훈련 전이를 계획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요소

와 교육훈련 전이 과정을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그림 Ⅱ-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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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교육훈련 전이를 위한 개념적 틀

출처: Caffarella, R. S. (2002). Planning programs for adult learners: A practical guide for educators,
trainers, and staff developers(2th ed.). San Francisco: Jossy-Bass.

3가지 핵심요소는 교육훈련 전이의 전략을 언제 전개해야 할지, 이러한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은 누구

인지이다. 다음으로 6가지 핵심 영향요인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의 설계와 실행,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학습한 것을 적용하도록 만드는 변화, 조직의 상

황, 지역사회와 사회적 힘(Community and societal forces)이다. 이 가운데 가장 통제가 용이

한 요인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이다. 그 다음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자

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며, 다음으로 조직의 상황, 학습을 적용하

도록 만드는 변화의 순서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힘이 통제하기가 가장 어렵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는 Torraco(2005)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통합적 문헌 고찰(integrative

literature review)을 실시하여 기업 교육훈련 전이 촉진을 위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

하여 3가지 준거에 따라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준거는 실증연구를 다룬 논

문이어야 하고, 두 번째 준거는 기업 교육훈련 전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 선행요인과 관

련 변인을 구명한 관계 연구이어야 하며, 세 번째 준거는 국내의 경우는 학술등재지에 게재

된 논문이며 국외의 경우 동료 검토 저널(peer-reviewed journal)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논문

의 질적인 측면이 우수한 내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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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2010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루어졌고,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상으로만 발행된 학술지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국내

학술지 수집을 위해서는 누리미디어(www.dbpia.co.kr/)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에 탑재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 때 주제어는 ‘전이, 학습전이, 교육훈련 전

이’를 검색어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국외 학술지 수집을 위해서는 Business

Source Complete(http://search.ebscohost.com/)와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http://isiknowledge.com/)의 Database를 사용하였다. 국외의 경우는 추가로 HRD 관

련 주요 학회지인 ADHR(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 IJTD(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 Development), HRDI(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HRDQ(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에 탑재된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 때 주제

어는 ‘Transfer, Transfer of training, Transfer of leaning, Training transfer, Skill

maintenance, Skill generalization'를 검색어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1차로 549편의 자료가 선별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로 수집된 자료를 3가지 준거에 따라 초록과 본문을 검토하면서

자료를 선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14편, 국외 14편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연

구대상을 기업의 성인 근로자로 한정하여 자료를 선별하고자 하였는데, 특별히 기술연구소

의 연구직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1편 추가하였다. 이 논문은 기업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을 뿐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하여 논문의 질적 수

준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 13편, 국외 13편으로 총 26편의 분석 자료

가 선별되었다(<표 Ⅲ-1> 참조).

발행연도 국내 학술지 논문 편수 국외 학술지 논문 편수

2000 - 2

2001 - 1

2002 1 2

2003 - -

2004 - 1

2005 - 1

2006 2 2

2007 3 -

2008 3 3

2009 3 -

2010 1 1

합계 13 13

<표 Ⅲ-1> 국내 외 기업 교육훈련 전이 관련 학술지 논문 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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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및 모형설계

이 연구에서는 기업 교육훈련 전이 촉진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Gegenfurtner, Veermans, Festner, & Gruber, 2009; Alvarez, Salas, & Garofano, 2004)를

참고하여 Torraco(2005)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 고찰(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즉 기업 교육훈련 전이와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선행

요인과 관련 변인을 유형화하고 종합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들에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기업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개념적 요인의 분류 체계를 선택하였다. Torraco(2005)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합적 문헌

고찰을 위해서 연구자는 안내 이론(guiding theory), 경쟁 모형(competing models) 또는 주

제에 대한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Caffarella(2002)가 제시한 교육훈련 전이의

설계를 위한 개념적 틀을 안내이론으로 채택하여 교육훈련 전이를 계획하는 데에 있어 고려

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를 적용하였다. 즉 교육훈련 전이 전략의 사용 시기, 교육훈련 전이

전략, 교육훈련 전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였다. 교육훈련 전이 참여자의 경우는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수자 영역, 학습자 영역, 조직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Baldwin과 Ford(1988)가 제시한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주요 요인인 교육훈

련설계 요인, 학습자 개인특성요인, 작업 환경 요인의 유형화와 동일한 분류일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훈련 전이 연구들은 개인, 설계, 환경 요인의 3가지 넓은 범주에 포함되고 있기 때

문이다(Burke & Hutchins, 2008).

다음으로 추가적인 선별 기준에 따라 모형에 포함될 관련 변인을 선정하였다. 기본적으로

국내의 경우 등재지에 게재되었으며 국외의 경우 두 명 이상의 연구자들(peer-reviewed)이

검토한 실증연구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5) 변인들만을 선별하였다. 이때 통계적

검정 이외에 각 변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판단할 기준으로 표준화 회귀계수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중다회귀분석의 경우 다양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각각

의 영향을 표준화 회귀계수를 통하여 상대적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

내와 연구 간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변인의 영향력 크기를 판단하였다. 그 다음으로 변인

들을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다른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

가 제시되는 경우 선행연구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러한 원인을 제시하였다. 모

형설계에서는 변인 간 관계에 있어서 같은 방향(정적 또는 부적)인 변인을 중심으로 선별하

였다(Alvarez, Salas, & Garofano, 2004). 관련 연구들 중 상반된 결과를 하나라도 제시하는

경우에 그러한 변인은 모형에서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선별된 자료를 토대로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비

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기업 교육훈련 전이 촉진을 위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

저,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수자 요인, 학습자 요인, 조직 요인으로 변인들을 유형화하고 이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선별된 문헌에서 제시된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과 방향

성 그리고 각 변인 간의 관계, 상반된 결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와 국외의 기

업 교육훈련 전이 모형을 각각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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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크다고 판단된 변인을 중심으로 기업 교육훈련 전이 촉진

을 위한 모형을 최종적으로 설계하였다.

1. 기업 교육훈련 전이의 영향 요인

1)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수자 특성요인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수자 특성요인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크게 교육훈련 내용과 교육

훈련 방법, 강사 능력과 이들을 모두 개념적으로 포괄하는 교육훈련 설계 변인 4가지를

제시하고 있었다(<표 Ⅳ-1>, <표 Ⅳ-2> 참조).

국내의 고기순과 김인호(2002), 박용영과 김진모(2006), 이연택과 곽대영(2006), 변숙영,

권성연, 김소나(2010) 그리고 국외의 Cheng(2000), Linebermann과 Hoffmann(2008), Saks

와 Belcourt(2006)의 연구에서 교육훈련 내용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정적으

로 미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능력의 경우는 고기순

과 김인호(2002), 이연택과 곽대영(2006)의 연구에서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정

적으로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이연택과 곽대영(200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 프로

그램 참여자의 학습성과가 높을수록 전이효과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성과는 강사의 능력과 교육훈련의 방법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요인에 의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품질이 전이에 간접

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강사능력 및 교육훈련 내용 변인을 다루는 연구들은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

하고 있었다. 고기순과 김인호(2002)의 연구에서 강사의 훈련기술은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강사의 전문적인 지식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창환과 정철영(2008)의 연구에서 강사의 능력은 교육훈련 참여자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학습은 전이에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이 때 학습에 대한 학습자 개인특성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학습에 대한 교육훈련설계 및 작업 환경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박용

영과 김진모(2006)의 연구에서는 강사능력은 교육훈련 전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팅 능력, 학습자 참

여유인 능력, 세련된 강의스킬, 학습매체의 원활한 운영 등 여러 면에서 강사로서 충

분한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들었다. 즉 연구대상 프로그램에 투입된 강사는 내부에서

양성된 직원들로서 내용에 관한 전문성은 보유하였으나, 시행초기 단계로 강사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강사와 학습자 간의 연령 , 직급 등의 차이에 의

한 강사의 권위 확보 면에서 강사가 학습자와 직급이 같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가 있

어 이러한 요인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훈련 관계자는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내강사의 역량을

사전에 개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사내강사의 경우 의

무적으로 일정 수준의 강사스킬을 학습하도록 하거나 충분한 강의능력이 검증된 후에

교육훈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개입전략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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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연구자 종속변인 영향력* 상반된 결과

교육훈련 설계

배을규, 장민영, 김대영(2003), 

곽지훈, 김진모(2007), 이수경, 

변숙영, 권성연, 김소나(2010)

전이 상 -

교육훈련 내용

고기순, 김인호(2002), 박용영, 

김진모(2006), 이연택, 

곽대영(2006), 이수경, 변숙영, 

권성연, 김소나(2010)

전이 상 ○

교육훈련 방법 이연택과 곽대영(2006) 학습 하 -

강사 능력

고기순, 김인호(2002), 이연택, 

곽대영(2006), 박용영, 

김진모(2006)

최창환, 정철영(2008)

학습 중 -

전이 하/하(-) ○

 주 : 영향력 크기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근거로 각 연구들을 종합하여 상, 중, 하로 제시하였음

<표 Ⅳ-1>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수자 특성요인 관련 국내 선행연구 종합

변인 연구자 종속변인 영향력* 상반된 결과

교육훈련 내용

Cheng(2000), Linebermann & 

Hoffmann(2008), Saks & 

Belcourt(2006)

반응 상 -

전이 상 -

 주 : 영향력 크기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근거로 각 연구들을 종합하여 상, 중, 하로 제시하였음

<표 Ⅳ-2>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수자 특성요인 관련 국외 선행연구 종합

2) 학습자 특성요인

학습자 특성요인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메타인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습동기,

전이동기, 전이능력, 과제가치, 지속적 학습기회창출, 성격, 학습/목표지향, 수단성, 통제위치,

참여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여, 개인-환경 정합성과 같은 변인과 교육훈련 참여자의 전반

적인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을 제시하고 있었다(<표 Ⅳ-3>, <표 Ⅳ-4> 참조).

먼저 자기효능감은 박용영과 김진모(2006) 그리고 Chiaburu와 Lindsay(2008), Wilson,

Strutton과 Farris(2002)의 연구에서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정적으로 미치고 있

었다. 금혜진과 정재삼(2007)은 자기효능감이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

았지만 메타인지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전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일 때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메타인

지 전략을 유지하게 되는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효과적인 초인지 전략 대신 산만하

고 비효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Wilson 외(2002)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의 숙련

정도에 대해 강한 신념을 지닐수록 교육훈련 전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직무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교육훈련 지식을 전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연구에서는 관련된 분야의 지식 및 기술에 관하여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들은 교육훈련 전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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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관련 지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조직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자기효

능감과 신념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전이동기는 최창환과 정철영(2008) 그리고 Bossche, Segers와 Jansen(2010),

Chiaburu와 Lindsay(2008), Liebermann과 Hoffmann(2008)의 연구에서 교육훈련 전이에 직

접적인 영향을 정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창환과 정철영(2008)의 연구

에서 전이동기는 전이를 매우 높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기업의 직원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약 4배 높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 따르면,

연구 인력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 환경 보다는 학습자 개인특성이 전이에 더 큰 영향

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직업에 대한 몰입도는 높으나, 조직의 목표보다는 학구

적 목표에 치중하는 연구원들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전이동기는 변인 간 상호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경우는 국내와 국외 연구에서 모두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

었고, 전이동기의 경우는 국내에서 진행된 두 연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고기

순과 김인호(2002), 주영주, 김소나, 김은경과 박수영(2008), 최창환과 정철영(2008)의 연구에

서 자기효능감은 교육훈련 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사이버교육 환경에서의 교육훈련 전이 연구를 수행한 주영주 외(2008)는 상대적으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온라인 과제가치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비해 미미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최창환과 정철영(2008)은 자기효능감과 기타 요인이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한 이유는 연구대상기관의 조직 특성, 구성원의 특성, 교육프로그램 설계방법, 교과목

별 학습정도의 평가방법에 있어 다른 일반 조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고

기순과 김인호(2002), 최창환과 정철영(2008)의 연구에서 학습동기는 교육훈련 전이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용영과 김진모(2006)의 연구

에서도 전이동기는 교육훈련 전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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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연구자 종속변인 영향력* 상반된 결과

교육훈련 참여자의

심리적 특성

이연택, 곽대영(2006), 

이수경, 변숙영, 권성연, 김소나(2010), 

배을규, 장민영, 김대영(2003)

학습 중 -

전이 중 -

반응 임효창(2009) 전이 중 -

학습
주영주, 김소나, 김은경, 박수영(2008), 

임효창(2009)
전이 중 ○

메타인지 금혜진, 정재삼(2007) 전이 중 -

자기효능감

박용영, 김진모(2006), 

최창환, 정철영(2008), 

주영주, 김소나, 김은경, 박수영(2008) 

학습 중 ○

전이 상 -

메타인지 중 -

자기조절학습

능력
주영주, 김소나, 김은경, 박수영(2008)

학습 상 -

전이 중 -

학습동기
박용영, 김진모(2006), 

최창환, 정철영(2008)
전이 하 ○

전이동기
박용영, 김진모(2006), 

최창환, 정철영(2008)
전이 상 ○

전이능력 최창환, 정철영(2008) 학습 중(-) -

과제가치 주영주, 김소나, 김은경, 박수영(2008)

학습 하 -

전이 중 -

지속적

학습기회창출

(학습조직활동)

이재훈, 이종만, 정인호(2009) 전이 중 -

 주 : 영향력 크기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근거로 각 연구들을 종합하여 상, 중, 하로 제시하였음

<표 Ⅳ-3> 학습자 특성요인 관련 국내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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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연구자 종속변인 영향력* 상반된 결과

성격 Cheng(2000) 학습동기 중 -

학습/목표지향
Chiaburu & Marinova(2005), 

Wilson, Strutton, & Farris(2002)

학습동기 상 -

전이 중 -

반응 Linebermann & Hoffmann(2008)
전이동기 상 -

학습 중 -

학습 Linebermann & Hoffmann(2008)
전이동기 하 -

전이 중 -

자기효능감

Cheng(2000), 

Chiaburu & Lindsay(2008), 

Chiaburu & Marinova(2005), 

Wilson, Strutton, & Farris(2002)

학습동기 중 -

전이 중 ○

학습동기

Cheng(2000), 

Chiaburu & Lindsay(2008), 

Chiaburu & Marinova(2005),  

Scaduto, Lindsay, & Chiaburu(2008)

전이동기 중 -

전이 하 ○

전이동기

Bossche, Seger & Jansen(2010), 

Chiaburu & Lindsay(2008), 

Linebermann & Hoffmann(2008)

전이 중 -

수단성

Chiaburu & Lindsay(2008), 

Scaduto, Lindsay, & Chiaburu(2008), 

Kontoghiorghes(2004)

전이동기 상 -

전이 중 -

통제위치 Wilson, Strutton, & Farris(2002) 전이 하(-) -

참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관여
Saks & Belcourt(2006) 전이 중 -

개인-환경

정합성
Awoniyi, Griego, & Morgan(2002) 전이 하 -

 주 : 영향력 크기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근거로 각 연구들을 종합하여 상, 중, 하로 제시하였음

<표 Ⅳ-4> 학습자 특성요인 관련 국외 선행연구 종합

3) 조직 특성요인

조직 특성요인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우 상사지원, 동료지원, 전이기회, 전이보상

과 이들을 개념적으로 포괄하는 조직지원, 학습활동이 제시되었고 국외의 경우 전이풍토와

학습문화, 개입 관련 변인이 추가로 제시되고 있었다(<표 Ⅳ-5>, <표 Ⅳ-6> 참조).

배을규와 장민영, 김대영(2003), 이수경 외(2010), 임효창(2009) 그리고 Li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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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2006), Saks와 Belcourt(2006) 연구에서 조직의 지원은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ichman-Hirsch(2001)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후에 목표

설정과 관련된 개입이 전이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업무

환경에 의해 조절될 수 있었는데, 지지적인 환경에서 전이를 위한 목표를 설정할 때 전이

수준을 가장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에 따라 조직이

교육훈련 전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할 때,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육훈련 전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

입에 투자하기 전에 구성원들이 업무 환경의 지지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먼저 측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민영과 김진모(2008), 이수경 외(2010) 그리고 Bates, Holton, Seyler와 Carvalho(2000),

Bossche, Segers와 Jansen(2010), Chiaburu와 Marinova(2005), Linebermann과 Hoffmann(2008),

Saks와 Belcourt(2006)의 연구에서 상사의 지원은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caduto, Lindsay와 Chiaburu(2008)는 교육훈련의 성과와 상사-부하

의 교환관계(LMX) 간에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들에 따르면, 이상적인 수준

보다 낮은 상사와 조직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전이동기와 교육훈련 전이를 저하시킬 수 있

다. 즉 학습자의 특성이나 교육훈련 설계 요인 이외에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리더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

고, 이를 유지하고 일반화 시키는 행동과 관련된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모든 학습자들이 중립적인 상태로 교육훈련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처럼 상

사의 지지는 여러 연구를 통하여 교육훈련 전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inkerhoff & Montesino, 1995; Tannenbaum & Yukl, 1992). 또한 공민영과 김진모(2008),

이수경 외(2010), 최창환과 정철영(2008), 그리고 Bossche, Segers와 Jansen(2010), Chiaburu

와 Marinova(2005)의 연구에서 동료지원은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반된 결과가 제시된 상사지원 변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ossche

와 Segers, Jansen(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피드백의 빈도는 교육훈

련 전이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를 사회적 네트워크의

두 측면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피드백의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여러 사람에 의한 피드백 제공

이 교육훈련 전이동기와 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동료의 지지가 상사의 지지 보다 행동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다른 연구와 달리 성과 향상을 위한 지지의 정도를 측정한 것

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는 역할(tutor)로서의 지지 정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

였다. Bates, Holton, Seyler와 Carvalho(2000)의 연구에서 상사의 제재는 교육훈련 전이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학습자들이 교육훈련 내용

이 직무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상사의 제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

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상사의 제재의 수준은 2.55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사가 교육훈련 전이에 관해 무관심한 경우도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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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연구자 종속변인 영향력* 상반된 결과

조직지원

배을규, 장민영, 김대영(2003), 

이수경, 변숙영, 권성연, 김소나(2010), 

임효창(2009)

전이 상 -

상사지원
공민영, 김진모(2008), 

이수경, 변숙영, 권성연, 김소나(2010)
전이 상 -

동료지원

공민영, 김진모(2008), 

박용영, 김진모(2006), 

이수경, 변숙영, 권성연, 김소나(2010), 

최창환, 정철영(2008)

전이 상 ○

전이기회 공민영, 김진모(2008) 전이 중 -

전이보상 공민영, 김진모(2008) 전이 하 -

학습조직활동
김인호(2007), 

이재훈, 이종만, 정인호(2009)
전이 중 -

 주 : 영향력 크기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근거로 각 연구들을 종합하여 상, 중, 하로 제시하였음

<표 Ⅳ-5> 조직 특성요인 관련 국내 선행연구 종합

변인 연구자 종속변인 영향력* 상반된 결과

전이풍토 Cheng(2000)
학습동기 중 -

전이 중(-) -

조직지원
Lim & Morris(2006), 

Saks & Belcourt(2006)
전이 상 -

상사지원

Bates, Holton, Seyler & Carvalho(2000), 

Bossche, Segers & Jansen(2010), 

Chiaburu, Marinova(2005), 

Linebermann & Hoffmann(2008), 

Saks & Belcourt(2006)

전이동기 중 ○

전이 중/상(-) ○

동료지원
Bossche, Seger & Jansen(2010), 

Chiaburu, Marinova(2005)

학습동기 하 -

전이 상 -

전이보상 Cheng(2000) 학습동기 중 -

학습문화 Cheng(2000) 전이 중 -

개입

(목표설정 및 

자기관리 교육)

Richman-Hirsch(2001) 전이 하 -

리더와 부하의

교환관계(LMX)
Scaduto, Lindsay & Chiaburu(2008)

결과기대 중 -

학습동기 중 -

 주 : 영향력 크기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근거로 각 연구들을 종합하여 상, 중, 하로 제시하였음

<표 Ⅳ-6> 조직 특성요인 관련 국외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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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교육훈련 전이 촉진을 위한 모형 설계

지금까지 선별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 교육훈련 전이와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

수자 특성요인, 학습자 특성요인, 조직 특성요인을 고찰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 변인들

간의 상호 관련성과 변인의 방향성과 영향력, 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를 종합적으

로 살펴보았다(<표 Ⅵ-7>, <표 Ⅵ-8> 참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내와 국외 각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변인 간의 관계가 설정된 모형을 제

시하였다([그림 Ⅳ-1], [그림 Ⅳ-2] 참조). 이들 모형에서 제시되고 있는 점선은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변인에 대하여 연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

더라도 연구에 따라 정적인 결과와 부적인 결과가 혼재될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상대

적 영향력의 크기는 상, 중, 하로 제시하였으며(상: +++, 중: ++, 하: +로 표시), 각 변인들의

선후 관계와 관련성은 이 연구에서 선별된 연구물만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조

직지원의 경우는 상사, 부하, 조직지원 변인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변인으로 설

정하였다.

한편 두 모형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외 기업 교육훈련 전이의

모형의 경우는 동기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 학습동기와 전이동기가 교육훈련 전이를 설명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

였을 시 주어지는 보상이나 혜택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의 개념인 수단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경로 선행연구 영향력

독립변인
→

매개변인

 자기효능감 → 학습 주영주, 김소나, 김은경, 박수영(2008) 중

 자기조절학습 → 학습 주영주, 김소나, 김은경, 박수영(2008) 상

 강사능력 → 학습 이연택, 곽대영(2006) 중

매개변인
→

종속변인

 메타인지 → 전이 금혜진, 정재삼(2007) 중

 학습 → 전이 주영주, 김소나, 김은경, 박수영(2008) 중

독립변인
→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 전이
박용영, 김진모(2006), 
주영주, 김소나, 김은경, 박수영(2008)

상

 메타인지 → 전이 금혜진, 정재삼(2007) 중

 전이동기 → 전이 최창환, 정철영(2008) 상

 자기조절 → 전이 주영주, 김소나, 김은경, 박수영(2008) 중

 교육내용 → 전이
박용영, 김진모(2006), 
이연택, 곽대영(2006), 
이수경, 변숙영, 권성연, 김소나(2010)

상

 강사능력 → 전이
고기순, 김인호(2002), 
이연택, 곽대영(2006)

하

 조직지원 → 전이

공민영, 김진모(2008), 
박용영, 김진모(2006), 
배을규, 장민영, 김대영(2003), 
이수경, 변숙영, 권성연, 김소나(2010), 
임효창(2009), 
최창환, 정철영(2008)

상

 학습조직 → 전이
김인호(2007), 이재훈, 이종만, 
정인호(2009)

중

<표 Ⅳ-7> 국내 기업 교육훈련 전이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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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경로 선행연구 영향력

독립변인

→

매개변인

 성격 → 학습동기 Cheng(2000) 중

 자기효능감 → 학습동기

Cheng(2000), 

Chiaburu & Lindsay(2008), 

Chiaburu & Marinova(2005)

중

 숙달목표지향 → 학습동기 Chiaburu & Marinova(2005) 상

 수단성 → 전이동기 Chiaburu & Lindsay(2008) 상

 조직지원 → 학습동기
Cheng(2000), 

Chiaburu & Marinova(2005)
중

 교육내용 → 반응 Linebermann & Hoffmann(2008) 상

 조직지원 → 전이동기 Linebermann & Hoffmann(2008) 중

매개변인

→

매개변인

 학습동기 → 전이동기 Chiaburu & Lindsay(2008) 중

 반응 → 학습 Linebermann & Hoffmann(2008) 중

 반응 → 전이동기 Linebermann & Hoffmann(2008) 상

 학습 → 전이동기 Linebermann & Hoffmann(2008) 하

<표 Ⅳ-8> 국외 기업 교육훈련 전이의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

[그림 Ⅳ-1] 국내 기업 교육훈련 전이 종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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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경로 선행연구 영향력

매개변인

→

종속변인

 학습동기 → 전이

Chiaburu & Marinova(2005), 

Cheng(2000), 

Scaduto, Lindsay & Chiaburu(2008)

하

 학습 → 전이 Linebermann & Hoffmann(2008) 중

 전이동기 → 전이

Bossche, Seger & Jansen(2010), 

Chiaburu & Lindsay(2008), 

Linebermann & Hoffmann(2008)

중

독립변인

→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 전이 Wilson, Strutton, & Farris(2002) 중

 정보제공 → 전이 Saks & Belcourt(2006) 중

 수단성 → 전이

Chiaburu & Lindsay(2008), 

Kontoghiorghes(2004),  

Scaduto, Lindsay & Chiaburu(2008)

중

 교육내용 → 전이 Cheng(2000), Saks & Belcourt(2006) 상

 조직지원 → 전이

Chiaburu & Marinova(2005),

Lim & Morris(2006), 

Saks & Belcourt(2006)

상

 학습문화 → 전이 Cheng(2000) 중

[그림 Ⅳ-2] 국외 기업 교육훈련 전이 종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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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인 기업 교육훈련 전이의 촉진 모형을 설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준거

와 개념적 틀을 적용하였다. 먼저 국내와 국외 모형에서 제시된 변인들 중 상대적으로 영향

력이 크면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변인을 선별하였다. 비록 자기효능감, 전이동기, 조직지

원 변인은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영향력이 크

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진 사실에 기초하여 이들 변

인을 선별하였다. 또한 수단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각 모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점을

토대로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기업 교육훈련 전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Caffarella(2002)가 제

시한 교육훈련 전이의 설계를 위한 개념적 틀을 토대로 교육훈련 시기, 교육훈련 전이 과정

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계하였다. 즉 교육훈련 시기를 전, 중, 후로 나누어 각 변인

들이 적용되는 시기를 개념적으로 제시하였고, 교육훈련 과정에 중심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상사와 부하 및 조직을 포함하는 조직지원을 제

시하여 각 변인들의 통제 가능 정도와 시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Ⅳ-3] 참조).

[그림 Ⅳ-3] 기업 교육훈련 전이 촉진을 위한 모형

3. 기업 교육훈련 전이의 촉진 전략

기업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형을 토대로 세부 전략을 각 선행연구자들이 논

의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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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운영 전 단계

기업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전 단계에서 학습자 요인을 고

려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단성과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

략이 필요하다. 먼저 수단성(instrumentality)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설

계할 필요가 있다(Chiaburu & Lindsay, 2008). 예를 들어 교육훈련을 통해서 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과 연계될 수 있는 보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교

육훈련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조직의 목표가 보다 부합하게 될 것이고 학습자들은 교육훈련

에 참가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기대이론은 교육훈련 상황과 개인 또는 조직

성과 수준에 이러한 이론이 적용되었을 때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Kontoghiorghes, 2004). 먼저 교육훈련 상황에 가질 수 있는 ① 학습자의 노력

이 학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② 학습한 내용을 업무 환경에서 전이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 ③ 전이의 결과는 내재적 또는 외재적 보상과 직결될 것이라는 기대들이 교육훈

련 전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및 조직성과 수준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① 업

무환경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했을 때 개인과 조직 성과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② 향상된 성과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들이 교육훈련 전이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Chiaburu &

Marinova, 2005). 자기효능감은 설득, 논리적 검증, 행동 모델링, 과거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

으므로(Bandura, 1986) 이와 관련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들을 먼저 교육훈련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다른 학습자들의 모델이 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

다(Chiaburu & Lindsay, 2008). 이를 위해서 교육훈련 전에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을 먼저

측정하고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시작 전에 자기조절학습 전

략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주영주 외,

2008). 특히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습 모니터링,

학습시간 및 학습환경과 학습자원 관리를 지원하는 도구를 사이버 시스템 환경에 마련할 필

요가 있다.

한편 학습자의 상사나 동료의 지지를 포함하는 조직지원은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데

있어 영향력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통제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교육

훈련 시작 전에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조직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자의 상사는 교육

훈련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교육훈련을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

다. 또한 학습자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학습자가 앞으로 받을 교육훈련에 대해 지지

를 보내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Tannenbaum & Yukl, 1992).

2) 프로그램 운영 단계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는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수자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 모형에

서 교육훈련 내용은 통제 가능 정도가 가장 높으며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영향력도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훈련 내용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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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업무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초기에

학습자들의 요구와 업무 환경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Liebermann

& Hoffmann, 2008). 한편, 요구 분석을 실시할 때에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교육훈련 전이 요

구와 학습 요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학습 요구가 교육훈련 전이 요구가 아니며,

교육훈련 전이를 방해하는 장애물 때문에 모든 요구가 교육훈련 전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및 조직의 교육훈련 전이 요구를 분석할 때에는 학습 요구 분석

과 달리 전이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교육훈련 프

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Lim & Morris, 2006). 둘째, 교육훈련 전

이를 저해하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전이 요구 분석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조직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이와 관련된 장애물 또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정

할 수 있다. 또는 조직 내 교육훈련 전이 시스템(LTSI)과 전이 풍토를 진단함으로써 장애물

또는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Goldstein &

Rouiller, 1993; Holton, 1998). 셋째, 교육훈련에서 사용되는 교재 및 실무사례들을 학습자들

의 업무에 실제 필요하고 연관성이 높은 것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시에 변화가 빠른 산업

의 경우 이러한 교육내용의 최신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연택, 곽대영,

2006). 교육훈련에서 사용되는 교재의 내용과 각종 실무사례들이 교육 참가자들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내용의 현업 적응정도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3) 프로그램 운영 후 단계

기업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후 단계에서 조직지원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비록 조직요인이 통제하기가 어렵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종료 후에

학습자의 상사와 동료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의 지지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전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조직에서는 학습자의 전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자가 전이를 이행하거나, 또는 전이에 실패했을 때 이에 대

한 강화(reinforce)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Richman-Hirch, 2001).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거나 습득된 기술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였을 경우에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수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지식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학습한 지식이나 기술을 적용하지 못했을 때

에는 이를 조사하여 장애요소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의 존재와 영향

력을 파악하여 제거한 후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교육훈련 전이 정도가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

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전이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훈련 전이 수준을 높

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하는 팀과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

(Chiaburu & Marinova, 2005). 창의성을 존중하는 환경에서는 교육훈련 전이가 활발히 일어

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흥미롭고, 만족스러우며, 도전적인 업무 자

체가 내적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 전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상사 또는 동료가 교육훈련 전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Bates et al.,

2000). 예를 들어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를 규명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학습 준비, 전이 준비,

동기 부여, 코칭, 기회 제공, 전이 강화 능력 등이 필요하다. 반대로 이러한 능력의 부족은

교육훈련 전이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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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 교육훈련 전이 촉진을 위한 모형을 설계하고 이에 더하여 현

장에서 전이 효과가 가장 크고 적용 가능한 교육훈련 전이 촉진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

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먼저 3가지 준거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

였고, 다음으로 개념적 틀에 따라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요인을 교육훈련 담당자 및

교수자 특성요인, 학습자 특성요인, 조직 특성요인으로 유형화하고 이들을 검토하고 분

석하면서 모형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선행연구자들이 제시한 논의에 기초하여 교

육훈련 전이의 촉진 전략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인은 조직지원

과 자기효능감, 수단성, 자기조절학습능력, 교육훈련 내용의 5개 변인이며, 교육훈련 전

이의 매개변인으로 반응, 학습, 전이동기 변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교육훈련 전이의 촉진 모형을 토대로 규명된 교육훈련 전이 촉진 전략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 단계에서는 수단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훈련을 통

해서 성과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과 연계될 수 있는 보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

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훈

련 시작 전에 자기조절학습전략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에 입과하기 전에 상사 및 동료 등의 지지를 통하여 전

이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는 교육훈련 내용이 직무와 업무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

계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 전이를 저해하는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전이

요구분석을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훈련에서 사용되는 교재 및 실무사례들을 학습

자들의 업무에 실제 필요하고 연관성이 높은 것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시에 변화가

빠른 산업의 경우 이러한 교육내용의 최신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후 단계에서는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학습자가 전이를 이행하거

나 또는 전이에 실패했을 때 이에 대한 강화(reinforce)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

육훈련 전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하는

팀과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훈련 전이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상사 또

는 동료가 교육훈련 전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HRD 관련

주요 학회지와 Database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의 특정한 기간에 게재된

논문들만을 분석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논문은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을 지닌다. 둘

째, 이 연구에서는 각 변인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상대적 크기를 판단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

기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이

론적으로 구인한 기업 교육훈련 전이의 모형을 실증적으로 구명하고 각 변인 간의 상

호 역동적인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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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of an Model for Facilitating Transfer of Training

in the Corporate Training

Jin-mo Kim, Jae-duck Kwak, Yu-Ji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n integrative model for transfer of training

and to suggest some strategies for corporations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training. We

collected 26 relevant data limiting the collection period to 10 years from 2000 to 2010

and summarized, analyzed, and synthesized previous research on models for transfer of

training,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suggested by Torraco(2005) for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s. As the result, the predictive variables included in the integrative

model were four variables belonging to organizational support, self-efficacy,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training content. Perception of learning was included

as a mediating variable for transfer of training. Based on the integrative model for

transfer of training, we suggested some strategies for corporations to facilitate the

transfer of training. First, various strategies need to be applied to raise a learner's

self-efficacy, and then it needs to design a suitable training program for this purpose.

before starting training, it needs to carry out an orientation program about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r provide relevant education courses. Second, it needs

to design suitable training content for its work and working environment. A corporation

must prepare the text books and practical cases for use in the training program as

necessary, and it needs to be highly relevant for practical work. Third, when a learner

fails to apply the acquired skills from the transfer of training to practical work, or

cannot transfer the training itself, the corporation needs to provide some actions to

reinforce the learner's transfer level. This study has limitations. A future study needs to

hav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integrative model for corporate transfer of training

formed theoretically in this study and needs to reveal each variable's relationship with

the other variables.

Key words: Transfer of training, Design of an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