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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직무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

에서 조직특성변인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 산하의 임업훈련

원에서 실시된 ‘산림경영지도원’ 교육과정의 참여자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83명의 유효 자료를 분석하였다. 학습은 해당 교육과정의 지필평가 점수로 측정

하였으며, 교육훈련전이와 조직특성변인은 기존의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로써 첫째, 공공기관 직무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은

교육훈련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기관 직무교육프로

그램 참여자의 학습과 교육훈련이의 관계에서 조직특성변인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특성변인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

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화가능성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일반 기업교육프로그램이나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에도 확대하는 후속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이 전이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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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조직의 발

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생존 경쟁 안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핵심은 사람일

것이다. 사람은 조직 내 중요한 자원으로서 여겨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한 조직의 투자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황인후, 2010).

그러나 이러한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의 실시 후 처음 의도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이 오늘날 기업교육의 현실이며, 교육훈련

이 직원의 직무행동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최영준, 2011).

이러한 비판과 위기감에 직면하여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서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하

는 교육훈련 전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Baldwin과 Ford(1998)의 연구 이후 본격

화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습과 교육훈련 전이와의 관계를 밝히고,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구명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금혜진, 정재삼, 200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Baldwin과 Ford(1989),

Rouillier와 Goldstein(1993), 이도형(1996), 주영주, 김소자, 박수영, 그리고 김은경(2008)

의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는 다른 요인들과는 독립적으로 교육훈련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금혜진과 정재삼(2007), 김선화(2009), 조일현과 임규연(2002)의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는 교육훈련전이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오히

려 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인이 높을수록 전이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학습과 전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실제로 기존에 행해진 대부분의 연구들(박영용, 2006; 이연옥, 2010; 최덕준, 2010;

최영준, 2011)은 학습과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 특성 변인, 교육훈련설계 변

인, 조직 특성 변인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습과의 관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학습과의 관계를 고려한 경우에도, 학습과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호적 작

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개별적인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학습과

전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학습-전이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학습과 전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조직차원의

요인, 개인차원의 요인 또는 교육훈련설계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Baldwin &

Ford, 1998; 금혜진, 정재삼, 2005; 김진모, 1997). 초기의 연구들은 개인차원 또는 교육훈

련설계와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전이성과를 높여주는 훈련방법과 학습원리에 대한 연

구들이 많았다. 또한 개인특성변인과 교육훈련설계변인은 전이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

만, 일반적으로 학습 성과 및 교육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전이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습을 매개로 전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

다(Baldwin & Ford, 1998; Holton, 1996; 임효창, 이인석, 박경규, 2004; 최창환, 2008). 그

러나 최근 교육훈련 실시 이전이나 교육 중보다는 교육훈련 이후의 시기가 전이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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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조직차원의 요인들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짐에 따라 조직차원의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진모, 이진

화, 길대환, 2006). 이러한 조직특성변인은 교육 종료 3~6개월 후에 전이와 함께 측정이 이

루어지며,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학습과 전

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Baumgartel, Reynolds, &

Pathan, 1984; Hand, Richards, & Slocum, 1973; Saks, 1995; 임효창 외,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 전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조직특성변인을 설정

하였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박영용, 2006; 임효창 외, 2004; 최창환, 2008)에서 설정하고

있는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변화가능성을 조직특성변인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의 평가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지못해 교육훈련을 받아 소속 부서의 현업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천대윤,

2003)가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직무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여야 하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교육훈련의 효과

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공공기관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

육훈련전이에 영향을 주는 전이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김진모 외, 2006).

종합적으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학습과 전이의 관계를 볼 때, 학습이 전이로 이어지는 과

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특성변인에 대한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과 조직특성변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연구마다 학습이

전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 전이,

조직특성변인의 관계를 구명하여 학습이 전이로 이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교육훈련전이를 제고시키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전이향상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 교육훈련전이, 조직특성변인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과 교

육훈련전이의 관계를 구명하고,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 교육훈련전이

의 관계에서 조직특성변인이 갖는 조절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습의 개념 및 측정

학습이란 배움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이해와 인식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숙련시키

는 체제적인 활동을 뜻한다(공민영, 김진모, 2008). Kirkpatrick(1987)은 학습을 학습자들

이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결과로서 지속적으로 태도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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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식은 증가하고, 기술이 향상되는 배움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의 학습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학습자 자신의 인지처리 과정을

거쳐 장기기억에 저장하고 인출하는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Gregory & Parry, 2006).

또한 학습은 학습 성취 또는 학업 성취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정범모(1988)는 학습 성취

란 교육적 성과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적 성과란 다름 아닌 교육목적의 달성도이며, 학습을 통

해 길러진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육학용어 사전은 학업성취를 ‘학습의 결과로서 지식과 기

능을 습득하는 과정 또는 결과’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Bloom(1976)이 분류한 인지적, 정의

적, 심리 운동적(psychomotor)영역에 대한 학습 목표 달성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인지적 영역에 대한 학습 성취는 지적능력을 발전을 통해서 학습자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

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의적 영역에 대한 학습 성취는 학습자의 흥미, 태도, 가치 등

과 관련 있으며, 학습자가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에 따라 학습 성취의 수준이 다르다. 김선희,

박성민, 권정언(2006)은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

으로 학습을 통해서 참가자의 지식, 기술, 태도 등에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지식(knowledge), 기

술(skills), 태도(attitude)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학습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어떤 태도가 변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학습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학습목표가 달성되지 않고는 행동변화를 기대할 수 없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론적으로 학습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전과 중ㆍ후에 지

식, 기술, 그리고 태도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

나, 실제 기업의 훈련 현장에서는 사전ㆍ사후평가의 번거로움이나 설계의 어려움,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후평가만을 통하여 학습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

서도 조사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사후평가만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 평가의

점수만을 통해 학습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습 수준이란 인지적 영역, 정

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에서 교육훈련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 기술, 태도가 상

대적으로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교육

프로그램인 “산림경영지도원” 과정의 지필평가 점수를 학습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2. 교육훈련전이의 개념 및 측정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전이는 교육훈련에서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가 업무에 적용된

정도를 의미한다(Wexley & Baldwin, 1986). Baldwin과 Ford(1988)는 교육훈련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러한 과정을 교육훈련의 전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업교육에서 성과지향적인 교육 패러

다임은 교육훈련 후의 성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데(정재삼, 한영진, 2004), 만

약 교육훈련에 참가한 조직원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행동이 변화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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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교육훈련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Milheim, 1994).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에서 습득한 지식, 태도, 기술이 수행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육훈

련전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훈련전이의 개념을 종합해 보

면, 교육훈련전이란 형식적 또는 비형식적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참여한 학습자가 현업으로 복귀한 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한 지식,

기술, 태도를 현업에 적용하여 변화된 행동을 나타내고 이를 보다 넓은 직무상황에

확대·적용하여, 이러한 행동상의 변화를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WLP(Workplace Learning & Performance) 전문가들은 교육훈련전이 측정을 위한 어

려움 중의 하나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있다고 했다(박영용, 김

진모, 2006). 전이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Likert 척도 조사, 구조화된 관찰,

포커스 그룹 또는 스크립트와 함께하는 인터뷰, 생산성 측정, 위장 쇼핑객, 통제집단과 개

인집단, 동료의 코칭, 수행일지, 특별과제 할당 또는 프로젝트 등이 있다. 특히, Likert 척

도 조사를 활용하는 교육훈련전이의 자기-보고 측정방법은 많은 선행연구(김진모, 1997;

서은숙, 2004; 이도형, 1995; 임효창, 1999; Holton, 1996; Lim & Morris, 2006)에서 사용

되어 왔으며,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평가 형식의 설문항목들은 <표 Ⅱ-1>와 같다.

연구자 설문 항목

김진모

(1997)

▸전이노력 : 귀하가 이수한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스킬을 귀하의 직무

에 사용하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실제전이수준 : 귀하가 이수한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스킬을 현재 귀

하의 직무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도형

(1995)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업무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에 의해 업무 성과가 실제로 향상되었다.

▸교육 후 업무수행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임효창(1999)

한안나(1999)

Holton(1996)

▸나는 이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 덕분에 나의 업무수행이 향상될 수 있었다.

▸교육을 받고나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업무수행이 향상되었다는 말을 듣는다.

▸나는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보려고 시도해 왔다.

출처: 최창환. (2008). 연구소 기술교육훈련 참여자의 학습전이와 영향요인. 미출판 박사학

위논문, 서울대학교. p. 29.

<표 Ⅱ-1>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평가 형식의 설문 항목들

본 연구에서 역시 이와 같은 자기-보고 측정방식을 사용하여 공공기관 교육프로그

램 참여자의 교육훈련전이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측정하기 간편하고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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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방식에 비해 과학적이고 구체적

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3. 조직특성변인

초기의 전이 연구들은 피훈련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교육훈련 설계관련 특성들을

전이 영향 요인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학습한 기술이나

행동의 사용을 촉진하는 직무환경에 대한 조직원의 지각, 인식을 뜻하는 전이풍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Brinkerhoff & Montesino, 1995; Holton, Bates, Seyler, &

Carvalho, 1997; Rouiller & Goldstein, 1993; 공민영, 김진모, 2008; 곽대영, 2006; 김진

모 외, 2006; 배을규, 김대영, 2008; 현영섭, 권대봉, 2003). 이는 학습자들의 전이에 보

다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종료 후, 현업으로 돌아가 학

습한 것을 적용하는 시기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Baldwin & Ford, 1988; Broad & Newstrom, 1992; Wexley & Baldwin, 1986).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전이풍토의 하위 요인은 지원 방식에 의해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과 조직적 지원(Organizational support)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변화 가능성이 사회적 지원에 해당되며 조직적 지원은 학습전이에 대한 조직의 체계

적인 지원, 평가, 보상제도 등의 공식적 시스템을 의미한다(금혜진, 정재삼, 2007).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은 전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Cromwell, 2000; Ford, Quinones, Sego, & Sorra, 1992; Rouiler & Goldstein, 1993; 김종인,

박성준, 2001; 박영용 외, 2006; 이도형, 1996; 최창환, 2008; 현영섭, 권대봉, 2003). 반면에

사회적, 조직적 지원을 포괄한 전이풍토 변인은 전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으

며, 김종인과 박성준(2001)의 연구에서 조직적 지원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현영섭

과 권대봉(2003)의 연구에서도 조직적 지원은 사회적 지원에 비해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공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원은 조직구성원

들 간의 상호작용 및 지원에 비해 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산림경영지도원들은 산림조합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

하고, 공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적 지원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전이에 보다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상사의 지원, 동

료의 지원, 변화가능성(사회적 지원)을 조직특성변인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조직

특성 및 작업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선행연구들(Noe(1986)의 모형;

Baldwin & Ford(1988)의 모형; Holton(1996)의 학습전이 모형; 박영용, 2006; 임효창

외, 2004; 최창환, 2008)에서도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변화가능성을 조직특성 및 작업 환경 변인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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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사의 지원

상사의 지원은 연구자들이 교육훈련의 학습 및 전이에 미치는 조직특성요인으로서 가장 중

요하게 언급하는 요인이다. Baldwin과 Ford(1998)는 문헌검토에서 상사의 지원을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환경으로 고려하였다. Tracey, Hinkin, Tannenbaum, 그리고

Mathieu(2001)는 교육훈련에 대한 상사들의 명확한 지지 표명이 교육훈련에서의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자기효능감 및 학습동기를 높여준다고 제안하였으며, 교육훈련 참가에 대하여 상사

가 지지적이었던 학습자들은 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자신의 직무수행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교육훈련에 참가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훈련에 대한 학습동기가 높아지

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진모 외(2006)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전이와 전이풍토의 관계

연구에서 상사의 지원이 교육훈련전이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영용

외(2006)의 연구에서도 상사의 지원의 교육훈련전이와의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2) 동료의 지원

동료의 지원은 개인이 교육받은 것을 업무상황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위 동료가 지

원해 주고 강화해 주는 정도를 의미한다(임효창 외, 2004). 여기에는 교육받은 것을 업

무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위 동료들이 목표를 설정해 주고, 지원해 주며, 긍정적인 피

드백을 주고, 교육상황화 비슷한 상황을 제공해 주는 정도가 포함된다(박영용, 2006).

Richey(1992), Susan과 Judith(2004), Xiao(1996) 등의 연구에서는 동료의 지원이 전이

풍토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 요인임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Susan과 Judith(2004)의 연

구에서는 동료지원 네트워크 변인이 교육훈련전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동료의 지원을 학습보다는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Baldwin & Ford, 1988; Holton, 1996; Noe, 1986; 이도형, 1995; 이석준, 2000). 임효창

외(2004)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참여자의 학습수준과 전이의 관계에 있어서 동료의 지원

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탔으며, 김진모 외(2006)는 교육훈련전이와 전이풍토의

관계연구에서 교육훈련전이와 동료의 지원은 정적인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변화 가능성

변화 가능성은 새로운 기술을 업무상황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직의 반응이나 규범을 개

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변화가능성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태도와 조직

의 목적과 가치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교육 참여자의 인식으로 구성

된다. 즉, 개인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직이

지원하고 격려를 하는 풍토인가를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한안나, 1999). Holton(1996)은 이

러한 변화 개방성은 변화에 대한 작업진단의 저항, 변화를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자 하는 태

도, 교육훈련에서 학습한 기술을 사용하려는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정도를 포함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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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라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Tesluk, Farr, Mathieu, 그리고 Vance(1995)의 연구에

서 조직의 변화가능성은 교육전이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Tracey, Tannenbaum, 그리고 Kavanagh(1995)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변화 가능

성이 교육훈련전이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습, 교육훈련전이, 조직특성변인과의 관계

1) 학습과 전이의 관계

Kirkpatrick의 4단계 평가모형, Baldwin과 Ford, Holton의 전이모형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론적 가정은 학습의 결과가 교육훈련전이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즉, 교

육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지식, 기술, 태도 등은 현업에서의 행동변화 및 적용에 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김진모, 1997).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내·외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학습과 전이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 관한 몇몇 연구들은 이들 간의 정적인 관련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Ford et al., 1992; 이도형, 1996). 교육훈련전이에 대한 초기 연구(Baldwin

& Ford, 1988)에서는 교육훈련전이를 일으키는 데 있어 학습결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그 후 Rouillier와 Goldstein(1993)의 연구와 Tracey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전이와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성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학업 성취도는 다른 요인들과는 독립적으로 교육훈련전이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인과 박성준(2001)의 연구에서도 학업 성취도를 나타

내는 학습 점수가 참가자의 교육훈련전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업성취도와 교육훈련전이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많이 있다. 황인후(2010)의 연구는 학습과 전이의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학습목표

와 전이행동지표를 개발하여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학습과 전이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

았다. 김선화(2009)의 연구는 기업 교육프로그램에서 학습의 실제성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 있어서 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려고 하였으나,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일현과 임규연(2002)의 연구 역시 학습과 교육훈련

전이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금혜진과 정재삼(2007)의 연구에서도 이해도

와 수행도로 구성된 학습은 교육훈련전이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학습과 전이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영향을 주는 수많은 변수들 때문

일 수도 있지만 학습과 전이를 측정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학습의 수준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전이의 수준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묻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능력

을 측정하여 얻게 된 학습의 수준은 Hard data인 반면에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여 얻

은 전이 수준은 Soft data이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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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 전이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들의 상반된 결과가 측

정도구의 차이 때문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표 Ⅱ-2>와 같이 선행연구들의 결

과와 측정도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선행연구 학습과 전이의 관계 학습의 측정 교육훈련전이의 측정

김종인, 

박성준(2001)

유의미한 영향 

관계

학습목표에 따라 개발된 

지필 평가와 실기평가

전이행동지표에 따라 개발된 

자기인식평가

임효창 

외(2004)

유의미한 

상관관계

학습목표에 따라 개발된 

지필 평가와 실기평가

일반화된 자기 평가 

도구(이도형, 1996)

주영주 

외(2008)

유의미한 영향 

관계

학습목표에 따라 

개발된 지필 평가

교육훈련전이 영향요인 측정 

도구에 의한 인식 평가

최창환(2008)
유의미한 영향 

관계

학습목표에 따라 

개발된 지필 평가

전이행동지표에 따라 개발된 

자기인식평가

황인후(2010)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

학습목표에 따라 

개발된 사전·사후평가

전이행동지표에 따라 개발된 

자기인식평가 및 상사에 의한 평가

김선화(2009)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

학습목표에 따라 개발된 

이해도 및 수행도 평가

일반화된 자기 평가 

도구(이도형, 1996)

조일현, 

임규현(2002)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

학습목표에 따라 개발된 

이해도 및 수행도 평가

전이행동지표에 따라 개발된 

자기인식평가

금혜진, 

정재삼(2007)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

학습목표에 따라 개발된 

이해도 및 수행도 평가

전이행동지표에 따라 개발된 

자기인식평가

<표 Ⅱ-2> 학습과 전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종합

학습과 전이의 관계에서 나타난 상반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각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

정 방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관되거나 연관성 있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습

과 전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측정의 도구에 상관없이 각각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

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이유가 단지 측정도구의 차이로 인한 것

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학습과 전이의 관계에서 나타난 상반된 연구 결과의 이유가 교육 종료 후 현업에 돌아

가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조직특성변인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왜냐

하면 각 연구들의 가장 큰 차이는 측정도구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교육훈련 종료 후 현장에

돌아갔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조직 환경적 요인의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훈련 참여자의 학습 성취 수준과 조직특성변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

훈련전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2) 학습과 전이의 관계에서 조직특성변인의 조절효과

현재까지의 전이연구에 있어 외국의 선행연구(Baumgartel et al, 1984; Hand et al,

1973; Saks, 1995)에서는 학습자 개인특성요인과 작업환경요인 등이 학습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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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전이에 대한 학습의 효과를 조절한다고 했다. 또한 Noe(1986)의 연구에서는

조직의 환경이 전이동기에 영향을 주고 전이동기가 학습과 전이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보았다. Holton(1996)의 개념적 수정모형에서도 개인특성변인과 교육훈련설계변인은 전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달리 작업환경(조직특성)변인은 학습이 전이로 이어

지는 상황 속에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임효창(1999)의 연구는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상사의 지원 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고, 임효창 외(2004)의 연구에서는 학습

성과와 전이성과간의 관계에서 개인특성변인과 조직특성변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는

데, 조직특성변인 중 동료의 지원이 전이에 대한 학습의 효과를 조절한다고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 조직특성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효과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직특성 변인을 연구모형의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 수준, 교육훈련전이, 조직특성

변인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변인은 학습, 교육훈련전

이, 조직특성 변인이며 조직특성 변인은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변화 가능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표에 따라 [그림 Ⅲ-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1] 가설적 연구모형의 설정

연구 모형에 따르면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학습 수준이 교육훈련전이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변화 가능성이 조절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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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산림청 산하의 임업훈련원에서 2012년 2월에 실시된 “산림경영지도원”

교육 과정의 참여자 147명이다. 이들은 산림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경영지도원들로써 우리나

라 임업인들의 경영역량 및 임업전문 기술을 지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경영지도원” 과정은 산림조합이념고취 및 기초 소양 교육, 임업전문 기술 습득을 통해

산주 및 조합원에 대한 임업기술 지도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임

업기술, 임업 시책 및 정책, 기본역량에 대한 내용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은 일반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무교육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

며, 교육과정이 갖는 특성 또한 일반 직무교육프로그램과 비슷하다. 또한 “산림경영지도원”

과정은 임업훈련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육훈련전이의 가치, 교

육훈련전이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부, 평가 지원의 획득 여부, 교육훈련 전이의 측

정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3수준 이상 평가되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경영지도원” 과정은 공공기관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표될 수 있다

는 점과 교육훈련전이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자

가 응답자의 95.2%(79명), 여자가 4.8%(4명)으로 성별의 따른 응답자 특성의 차이가 컸으

며,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30세 이하가 16.9%(14명), 31세 이상 40세 미만이 31.3%(26명),

41세 이상 50세 미만이 37.3%(31명), 51세 이상이 14.5%(1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근

속년수 역시 3년 미만이 36.1%(30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27.7%(23명), 5년 이상 7년 미

만이 20.5%(17명), 7년 이상이 15.7%(13명)으로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79 95.2%

여성 4 4.8%

계 83 100%

연령

30세 이하 14명 16.9%

31세~40세 26명 31.3%

41세~50세 31명 37.3%

51세 이상 12명 14.5%

계 83명 100%

근속 년수

3년 미만 30명 36.1%

3년~5년 23명 27.7%

5년~7년 17명 20.5%

7년 이상 13명 15.7%

계 83명 100%

<표 Ⅲ-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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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인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는 종속변인인 교육훈련전이와 조절변인인 조직특성변인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변인들에 대한 조사도구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목

적과 대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래도 사용하였으며,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3

명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독립변인인 학습의 측정 도구로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에서

실시되는 지필 시험지를 사용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종료 직후 측정된 평가 점수를 사

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표 Ⅲ-2>과 같다.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출처

학습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지필평가지

교육훈련전이 5 1~5 이도형(1995), 곽지훈(2006)

조직특성변인

상사의 지원 10 1~10 박영용(2006), 최창환(2008)

동료의 지원 4 11~14 박영용(2006), 최창환(2008)

변화 가능성 5 15~19 박영용(2006), 최창환(2008)

<표 Ⅲ-2> 조사 도구의 구성

1) 학습의 측정

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정도는 교육프로그램 종료 직후 실시된 지

필평가의 시험성적으로 측정하였다. 교육 종료 후 측정된 점수를 활용함으로 인해 시

험문항에 대한 사전문항분석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수년

간 전문적으로 강의를 실시한 강사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개발되었고, 난이도와 중요

도를 고려한 지필평가지라는 측면에서 설문에 의한 자기평가방식의 학습수준 측정보

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채택하였다. 지필평가지는 임업훈련원에서 자체적으

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험지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지필평가에 의한 교육프로

그램 참여자의 학습수준 평균은 84.39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9.570이었다.

2) 교육훈련전이의 측정

교육훈련 참여자의 교육훈련전이는 교육종료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전이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는 Ruiller와 Goldstein의 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이도형(1995)

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5문항을 원용하여 구성하고,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항목들은 곽지훈(2006), 임효창(1999)의 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

되었으며, 특히 곽지훈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94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측정

시기를 교육을 받은 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한 이유는 전이는 교육훈련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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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6개월이 지난 후에 측정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에 근거를 둔 것이며(김진모, 1997),

대부분의 전이관련 연구에서 전이의 측정은 교육종료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실시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Kirkpatrick, 2006). 교육훈련전이 측정도구는 5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차원의 도구이며, 신뢰도는 내적일치도(Cronbach α) .90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3) 조직특성변인의 측정

이 연구에서 학습자의 조직특성변인의 하위요인으로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변화가능

성의 3개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측정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도와 타당도가 충분히

검증된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조직특

성변인 측정도구의 각 문항은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3명으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검토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표 Ⅲ-3>은 조직특성변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조직특성변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모두 .863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분 내적일치도(Cronbach α) 문항수

전체 .955 16

하위

요인

상사의 지원 .951 9

동료의 지원 .911 4

변화가능성 .863 3

<표 Ⅲ-3> 조직특성변인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조직특성변인의 측정도구는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타당도를 검증받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개인특성변인과 교육훈련설계변인을 제외하고 조직특성변인만을 사용하였기 때

문에 SPSS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 값은 1.0 이상, 요인 적재치는

0.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역문항인 변화가능성 2번, 4번 문항, 상사의 지

원 10번 문항의 요인 적재치가 낮고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였다. 이

러한 이유는 역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문

항을 제거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문항들은 모두 적절한 요인 적재치를 보이고

있었으며, 총 19개 문항 중 최종적으로 16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음 <표 Ⅲ-4>

는 조직특성변인의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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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상사의 지원

1 .832 .171 .075

2 .854 .106 .137

3 .766 .300 .248

4 .811 .111 .285

5 .779 .219 .323

6 .666 .339 .407

7 .746 .442 .204

8 .720 .379 .327

9 .622 .302 .493

동료의 지원

11 .295 .840 .240

12 .256 .853 .294

13 .271 .734 .456

14 .200 .593 .511

변화 가능성

15 .262 .362 .751

17 .261 .336 .777

19 .273 .235 .786

고유치 5.656 3.358 3.226

설명변량(%) 35.349 20.988 20.165

누적변량(%) 35.349 56.337 76.502

<표 Ⅲ-4> 조직특성변인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KSDC(Korean Social Service Data Center,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의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활용하여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되었다.

2012년 2월에 실시된 산림경영지도원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자 147명의 명단을 산림조

합중앙회의 협조를 통해 받았으며, 현재 교육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산림조합에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온라인 설문 링크가 포함된 이메

일 발송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147명 전원에게 발송이 되었으며 총 93부

(63.2%)가 회수되었고, 이 중 학습 측정 결과와 연결시킬 수 없는 설문지와 불성실 응

답으로 판단되는 설문지 10부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사례 크기는

총 83개로, 유효회수율을 59.9%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예측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어야 하

고, 정규분포를 따르며, 잔차의 등분산성, 선형성, 상호 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정

규분포 가정은 정규확률도표(P-P plot)를 이용하여 검토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림 Ⅲ-2]과 같이 점들이 거의 45°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정규분

포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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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학습전이 오차항의 정규확률도표(P-P plot)

한편, 등분산성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잇는데, 이 연구에서는 산점도 분석

결과는 [그림 Ⅲ-3]과 같이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분산성을 만족한다

고 볼 수 있다. 상호 독립성은 Durbin-Watson의 통계값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

서는 그 값이 1.890으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상호 독립성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Ⅲ-3] 학습전이 표준화잔차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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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요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필요한 사례 수가 독립변인의 5배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83부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주현미, 2012).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주요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

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기법을 활용하였고,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상관관

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

가 제시한 조절변인 분석모형(moderator model)에 근거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 <표 Ⅲ-5>과 같다.

연구문제 통계기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연구문제 1.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 전이, 조직특성

변인의 수준은 어떠한가?
평균, 표준편차

연구문제 2.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수준은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단순회귀분석

연구문제 3.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인식한 조직특성변인

의 수준은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계층적 회귀분석

(조절변인 분석)

<표 Ⅲ-5> 연구문제 따른 통계분석 방법

IV. 연구의 결과

1. 학습, 교육훈련전이, 조직특성변인의 수준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 교육훈련전이, 조직특성 변인의 인식수준은

다음의 <표 Ⅳ-1>과 같다. 학습은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된 지필평가

의 점수로 그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교육훈련전이 및 조직특성 변인은 5점 Likert 척

도를 사용하여 그 수준을 구명하였다. 학습의 평균은 84.39, 표준편차는 9.57, 5점 환

산 평균은 4.22, 최대값은 100, 최소값은 63이다. 교육훈련전이의 평균은 18.96, 표준편

차는 3.12, 5점 환산 평균은 3.79, 최대값은 25, 최소값은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변인의 평균은 57.49, 표준편차는 11.38, 5점 환산 평균은 3.56, 최대값은 80, 최소

값은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특성변인의 하위요인별 수준을 살펴보면, 상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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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평균은 33.04, 표준편차는 6.91, 5점 환산 평균은 3.67, 최대값은 45, 최소값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의 지원의 평균은 13.61, 표준편차는 3.29, 5점 환산 평균은 3.40,

최대값은 20, 최소값은 4로 나타났고, 변화 가능성의 평균은 10.84, 표준편차는 2.49, 5

점 환산 평균은 3.61, 최대값은 15, 최소값은 3으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5점 환산 평균 최대값 최소값

학습 84.39 9.57 4.22 100 63

교육훈련전이 18.96 3.12 3.79 25 12

조직특성변인 57.49 11.38 3.56 80 20

상사의 지원 33.04 6.91 3.67 45 9

동료의 지원 13.61 3.29 3.40 20 4

변화 가능성 10.84 2.49 3.61 15 3

주1) n = 83

주2) Likert 5점 척도 : 1~5점(1 = 전혀 아니다, 2 = 아니다, 3 = 보통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표 Ⅳ-1> 학습, 교육훈련전이, 조직특성 변인 인식 수준

2. 학습, 교육훈련전이, 조직특성변인 간의 상관관계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 교육훈련전이, 조직특성변인 간의 상관관계

는 <표 Ⅳ-2>과 같다.

구분 학습 교육훈련전이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변화가능성

학습 1.000

교육훈련전이 .261* 1.000

상사의 지원 .179 .641** 1.000

동료의 지원 .137 .741** .656** 1.000

변화가능성 .009 .590** .657** .746** 1.000
*p<0.05, **p<0.01

<표 Ⅳ-2> 학습, 교육훈련전이, 조직특성변인 간의 상관관계

학습은 교육훈련전이와 .261*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른 변인들과는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교육훈련전이는 상사의 지원과 .641**, 동료의 지원과

.741**, 변화가능성과 .657**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조직특성변인의 하위

변인들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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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와의 관계

연구문제 1.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수준은 교육훈련전이에 영향을 미치는가?

학습이 교육훈련전이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학습을 독립변인으로 교육훈련전이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3>와 같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 교육훈련전이

모형 1

β t 유의확률

학습 .261 2.431* .017

F 5.909*

R2 .068

R2
adj .056

*p<0.05, **p<0.01

<표 Ⅳ-3> 교육훈련전이에 대한 학습의 단순회귀분석

위의 <표 Ⅳ-3>에서 살펴보듯이,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수준은 유의수

준 .05에서 교육훈련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β=.261, F=5.909,

p<.05). 그러나 학습은 교육훈련전이의 6.8%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특성변인의 조절효과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조직특성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을 독

립 변으로, 조직특성변인과 그 하위요인인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변화 가능성을 조절

변인으로, 교육훈련전이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으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변인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3단

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결정계수가(R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만 유의하다면 순수 조절변인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상호작용항과 조절변인 모두가 유의하다면 유사 조절변인이다. 또한 조절변인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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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면 이는 조절변인이라기 보다 독립변인으로 간주해야 하며, 조절변인과 상호작용 변

인 둘 다 유의하지 못하면 조절변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인식하는 조직특성변인의 수준은 학

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인식하는 조직특성변인의 수준이 학습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 교육훈련전이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학습 .261 2.431* .154 2.051* -.609 -1.858

조직특성변인 .709 9.454** -.576 -1.060

학습 × 상사의 지원 1.599 2.387*

F 5.909* 50.869** 37.803**

R2 .068 .560 .589

△R2 .068* .492** .030*

*p<0.05, **p<0.01

<표 Ⅳ-4>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조직특성변인이 갖는 조절효과 분석 결과

<표 Ⅳ-4>와 같이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

서 조직특성변인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3단계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 3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R2)가

6.8%, 56%, 58.9%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 모형에서 학습

과 조직특성변인의 상호작용항만이 교육훈련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때 학습과 조직특성변인은 갖고 있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조직특성 변인은 순수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습과 조직특성변인이 각각 교육훈련전이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함께 상호작용을

했을 때 교육훈련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2-1.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인식하는 상사의 지원 수준은 학

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다음으로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인식하는 상사의 지원 수준이 학습과 교

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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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종속변인 : 교육훈련전이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학습 .261 2.431* .151 1.761 -.769 -2.355*

상사의 지원 .614 7.165** -1.003 -1.785

학습 × 상사의 지원 2.011 2.909**

F 5.909* 30.463** 25.024**

R2 .068 .432 .487

△R2 .068* .364** .055**

*p<0.05, **p<0.01

<표 Ⅳ-5>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의 지원이 갖는 조절효과 분석 결과

<표 Ⅳ-5>와 같이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의

지원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3단계 계층적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2, 3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R2)가 6.8%, 43.2%, 48.7%로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 모형에서 학습과 상사의 지원의 상호작용항은 교육훈

련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때 상사의 지원이 갖고 있던 유의미한 영

향이 사라졌다. 따라서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 있어서 상사의 지원은 순수조절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과 상사의 지원이 각각 교육훈련전이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함께 상호작용을 했을 때 교육훈련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2-2.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인식하는 동료의 지원 수준은 학

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다음으로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인식하는 동료의 지원 수준이 학습과 교

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6>와 같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 교육훈련전이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학습 .261 2.431* .162 2.202* -.637 -2.422*

동료의 지원 .719 9.771** -.943 -1.772

학습 × 상사의 지원 1.953 3.151**

F 5.909* 54.134* 43.425**

R2 .068 .575 .623

△R2 .068* .507** .047*

*p<0.05, **p<0.01

<표 Ⅳ-6>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동료의 지원이 갖는 조절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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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와 같이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동료의

지원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3단계 계층적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2, 3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R2)가 6.8%, 57.5%, 62.3%로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 모형에서 학습과 동료의 지원의 상호작용항은 교육훈

련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때 동료의 지원은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

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학습과 전이의 관계에 있어서 동료의 지원은 순수조절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과 상사의 지원이 각각 교육훈련전이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함께 상호작용을 했을 때 교육훈련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2-3.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인식하는 변화 가능성의 수준은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다음으로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가 인식하는 변화 가능성의 수준이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갖는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 교육훈련전이

모형 1 모형 2 모형 3

β t β t β t

학습 .261 2.431* .271 2.719** -.192 -.407

변화 가능성 .368 3.685** -.453 -.551

학습 × 상사의 지원 .936 1.005

F 5.909* 10.203** 7.140**

R2 .068 .203 .213

△R2 .068* .135** .010
*p<0.05, **p<0.01

<표 Ⅳ-7>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변화 가능성이 갖는 조절효과 분석 결과

<표 Ⅳ-7>과 같이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

서 변화 가능성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3단계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 2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R2)가

6.8%, 20.3%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 3단계에서는 21.3%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 모형에서는 학습, 변화가능성, 학습과 변화가능성의

상호작용항 모두 교육훈련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변

화가능성은 학습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훈련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화가능성은 학습과 전이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보이

는 변인이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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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시된 [그림 Ⅵ-1]은 학습이 교육훈련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특성 변인

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것이

다. 즉, 조직특성변인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 별 학습이 교육훈련전이에 미치는 수준을 각각 비교한 것이다.

[그림 Ⅵ-1]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특성변인의 조절효과

[그림 Ⅵ-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특성변인의 수준이 낮은 집단은 학습이 높아

질수록 교육훈련전이가 증가하는 수준이 낮은 반면에 조직특성변인의 수준이 높은 집

단은 학습이 높아질수록 교육훈련전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교육훈련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훈련전이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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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이 교육훈련전이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연구 결과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직무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 교육훈련전이, 조직특성변인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로 선행연구들

을 고찰하여 학습, 교육훈련전이, 조직특성변인의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계적으

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학습이 전이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조직특성변인

이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는, 학습과 전이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데 도움이 되었

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와의 관계는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β값 .261*, t값 2.431*으로 학습이 교육훈련전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

연구들(김종인, 박성준, 2001; 임효창 외, 2004; 주영주, 김소자, 박수영, 김은경, 2009)

의 결과가 일치한다. 하지만 학습이 전이를 설명하고 있는 설명력이 6.8%로 낮은 수

준이므로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학습이 교육훈련전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학

습과 전이는 연구대상, 교육프로그램의 특성, 측정도구 및 조직특성변인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학습과 전이의 관계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와 사용한 측정 도구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반된 선행 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측정방법의 차이라기보다는 조직특성변인의 영향에 있다고

서술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학습이 교육훈련전이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결론은, 학습이

전이를 항상 유의미하게 설명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학습이 전이로 이어지는 상황에

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학습이 조직특성변인과 서로 상

호작용을 함으로써 교육훈련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서 조직특성변인

이 갖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3단계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2, 3단계에 걸쳐 각 모형에서 결정계수(R2)가 6.8%*, 56%**,

58.9%**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 모형에서 학습과 조직특성

변인의 상호작용항만이 교육훈련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때

학습과 조직특성변인은 갖고 있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 개인특성

요인과 작업환경요인 등이 학습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이에 대한 학습의 효과를 조절

한다고 한 외국의 선행연구(Baumgartel et al, 1984; Hand et al, 1973; Saks, 1995)와 일

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임효창 외(2004)가 동료의 지원이

학습과 전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인다고 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조직특성변인이 교육훈련전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

립변인으로써의 효과보다 학습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훈련전이에 영향을 주는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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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순수조절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은 학습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원래 갖고 있던 유의미한 설명력은 잃어버리고 순수하게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교육훈련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

무리 학습의 결과 수준이 높을지라도 현장에 돌아갔을 때 조직특성변인과의 상호작용

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육훈련전이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

습의 결과 수준은 낮았을지라도 현장에서 조직특성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면

교육훈련전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직특성변인의 하위요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사의 지원, 동료

의 지원, 변화가능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

원이 학습과 전이의 관계에 있어서 순수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 역시 마찬가지로 상사의 지원과 동료의 지원이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독립변

인의 효과보다 학습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훈련전이에 영향을 주는 조절 변인의 효과

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원래 갖고 있던 유의미한

설명력을 잃어버리고 순수하게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교육훈련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조직특성변인의 하위요인 중에서 변화가능성을 제외한 상사의 지

원, 동료의 지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

용을 현업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조직의 지지가 큰 영향을 주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변화에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지닌 조직보다는 상사와 동료

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교육훈련의 전이가 높게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교육훈련 종료 후 학습자가 현업에 돌아가

서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시키고자 한다면 학습의 수준과 조직특성변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는 조직특성변인의

조절효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한

내용이 교육훈련전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특성변인을 높은 수준으

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2. 제언

첫째,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지금 현재 선행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의 측정도구와 교육훈련전이의 측정도

구는 제 각각이기 때문에 공통된 잣대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학습과 전이 모두 자기인식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는가 하면 어떤 연구에서는 학습 수준에

대한 측정을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전이 수준에 대한 측정을 자식인식으로 한 경우

도 있다. 이 경우 두 연구의 결과를 함께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를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의 측정 방식 및 측정 도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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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석하여 해당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학습과 전이의 관계를 구명하

기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수집하고, 각 연구들에게 사용한 측정도구 및 측정방식을 심

도 있게 분석하여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를 질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수행 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조직특성변인이 학습과 교육훈련전이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이러한 결과를 바로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 기업 교육프로

그램이나 다른 공공기관 교육프로그램에도 확대시켜서 조직특성변인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교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리더십교육, 핵심가치

교육 등에서도 조직특성변인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학습이 전이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실험연

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이미 교육과정이 종료되고 학습의 측정이

끝난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전이를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

만 교육훈련이 실시되기 이전부터 계획을 통해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학습과 교육훈

련전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같은 교육훈

련을 받은 연구대상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한 집단에는 상사/동료의 지원이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집단에는 그러한 처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두 집단의 학습수준-교육훈련전이의 영향관계를 본다면 조직특성변인의 조절효과

를 보다 명백하게 구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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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Predi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nd Learning Transfer of 

Participants in Job Training Program of Public Agency

Choi Jae-Yeong, Kim Jin-M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predi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nd learning transfer

of participants in job training program of public agency. Toward this end,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sending out the questionnaire to 147

participants in “Forest Management Instructor”, which is the job training program

of public agency. 93 out of 83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the

proposed research questions. Learning was measured by a score of the program’s

paper test and learning transfer, organizational predictors were measured by

existing qualified measur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learning had an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learning transfer.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predictors has exis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nd

learning transfer. Also, supervisor’s support and peer’s support which is the sub

factors of organizational predictors had on moderating effect between learning and

learning transfer. But prospect for changes, the sub factor of organizational

predictors, didn’t have on moderating effect.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suggested: Fist, further

research needs to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nd learning transfer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econd, follow-up studies targeting general

enterprise or different public agency need to expand the result of this study.

Third, an experimental study using control group needs to analysis the mechanism

of learning, learning transfer and organizational predictors scientifically.

Key words: Job Training P rogram of Public Agency, Learning, Learning

Transfer, Organizational P redi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