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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프로그램의 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Factors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성차경*, 이은영**

 ChaKyung, Sung*, EunYoung, Lee**

요 약  본 연구는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물리적 환경과 교수자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특성이 교육훈련의 학습만

족과 직무만족,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수자 요인은 교육훈련

의 학습 만족도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물리적 환경은

교육훈련의 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교육훈련, 조직성과, 교육훈련 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examine what effects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actors such as content, method, environment and instructor on learning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actors like content, method and instructor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learning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But environment for that program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ny of both th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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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는 교육훈련에 초

점을 맞추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해 성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이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

킴과 더불어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구성원의 성취동기

를 형성시키고 조직이 활성화를 촉구시키는 요소로 인

지되었기 때문이다[3]. 교육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HR관행과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교육훈련이 조직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10], 280개 제

조업에 근무하는 9,24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

직무능력 향상 및 구성원 역량이 높아진다고 하였다[4].

또한 조직의 성과는 개인의 조직에 대한 몰입이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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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며, 학습이 조직의 혁신성을 이끌어 조직의 성

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4][8].

이러한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들은 기업조직을 대상

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

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에 관한 다양한 견해

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이 학습만족도와 직무만족도 그리고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훈련의 개념과 목적

1) 교육훈련의 개념

기업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개발 등

다양하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교육훈련은 직무요구에

필요한 지식습득 과정으로 교육(Education), 훈련

(Training), 개발(Development)의 개념을 포괄하며, 기

업의 목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3].

2) 교육훈련의 목적

교육훈련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다. 즉, 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은 자기개발과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조직은 생산성 및 유효성의 향상, 종업

원의 능력개발로 인한 인력배치의 유연성 확보, 다양한

환경변화에의 적응, 조직문화의 형성 등을 달성할 수 있

다[8].

따라서 교육훈련은 기업의 성과개선이 주목적이며 교육

훈련의 결과는 단지 학습이 아닌 성과가 수반되어야 하

며. 학습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성과로 전이되지 않으면

조직에게는 가치가 떨어지는 투자가 된다[4].

2.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의 특성

교육훈련프로그램 특성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설계,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구성요인들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교육훈련프로그램

과정에서 학습원리, 훈련절차, 교육내용 등이 교육설계

변인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학습에 영

향을 미치고, 다시 이 학습을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영향관계가 제시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여러 구성요소 중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특성(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 교육

훈련프로그램 방법, 교육훈련프로그램 환경, 교육훈련프

로그램 강사)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종합, 정리하고 재

해석했다.

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한다고 선행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7][4]. 따

라서 교육내용은 현재하고 있는 직무와 현실성이 있는

지, 또한 조직에서 원하는 교육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방법

교육훈련에는 다양한 교육유형과 방법이 있다. OJT,

Off-JT, E-learning, 자기개발(Self-Development :

SD)등이 있으며, 최근 교육훈련방법으로 교육이수학점

제, 지역전문가제, 임원조기발굴교육제, 신입사원 후견

인제, 대학학위 위탁교육(계약학과) 등이 있다. 교육훈

련프로그램의 지식전이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지식전이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

고 지식전이를 통해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보여주었다[7][8].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환경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환경은 학습자의 안정

이나 만족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

육기자재의 배치, 시청각 자료 및 매체의 활용, 쾌적한

학습 환경 등을 구축함으로서 학습효과 및 성과제고에

영향을 미친다[7][8]. 성인학습에서 환경적인 요인들은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기온, 소음, 조명 등의 물리

적 환경뿐만 아니라 피곤, 압박, 긴장감 같은 요인들도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1, pp.305-310, February 28,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07 -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2]. 또한, 물리적

환경이 학습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

들에게는 경우에 따라 학습내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제시되기도 하였다[2][8]. 이는 물리적인 환경

과 좌석배치 등의 학습환경, 학습자들의 내적 환경 등은

조직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사

강사는 교수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학습내용

을 조직화하여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 그 역할 및 활동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학

습자를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며, 전달할 내용을 학습자

의 수준과 기대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외

에도 성실한 준비와 열성적인 강의태도,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하는 뛰어난 전달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해박한 전

문지식은 만족도와 현업활용을 위한 철저한 체득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3. 훈련성과 및 조직성과

교육훈련프로그램이 훈련성과 및 조직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을 교육 유효성(training

effectiveness)이라고 하는데 이는 교육훈련의 수행과

정에 따라 수반되는 근로자 능력향상에 대한 기업의 지

원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8].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여부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교육자에게는 교육훈련의 결과를 피드백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분석, 연구 및 개선하기 위한 자

료를 제공함으로서 차기년도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교육훈련 유효성 평가의 목적이다[2][8].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유효성 요인으로 훈련성과(학

습만족도, 직무만족도)와 조직성과(조직몰입도)를 선정

하여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종합, 정리 및 재해석하였다.

1) 학습만족도

반응평가는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일”이

라 정의하였다. 이 경우 교육생은 고객이 되고 교재, 강

사, 시설, 내용 등의 관점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사항을측정한다. 교육참가자의반응,

즉 만족도는 HRD프로그램을 재설계하거나 지속을 위

한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5]. 교육

훈련이 만족될수록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학습 전이동기

가 높아 성과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2) 직무만족도

많은 선행연구결과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이 훈련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비, 교육훈련 형태별 활용이 직

원들의 역량,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치고[8], 교육훈련비 투자는 근로자 태도 형성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기업이 교육

훈련을 할수록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할수록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3) 조직몰입

직무몰입은 개인이 심리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일을

동일시하는 정도 또는 전체적인 자기이미지에 있어서

작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정도라고 하였다. 업무에 몰입

하여 높은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 참석 후

학습한 내용을 통해 현장 업무에 접목하려는 동기가 강

하여 교육의 유효성에 높은 영향을 주게 된다[8].

그간의 선행연구들은 근로자간의 상호작용에서 교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의 수준이 높다고 하였

으며, 기업재직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이 상호작용

을 통한 학습이나 멘토링 등이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3][4]. 이외 많은 연구에서 교육훈련이 조직몰입 등 조

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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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조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교육훈련프로그

램 특성(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 교육훈련프로그램 방

법, 교육훈련프로그램 환경, 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을,

종속변수로 훈련성과(학습 만족도, 직무 만족도)와 조직

성과(조직몰입도)를 각각 설정하였다.

가설 1 :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은 학습만족도에 정(+)

의 관계가 있다

가설 2 : 교육훈련프로그램 방법은 학습만족도에 정(+)

의 관계가 있다

가설 3 : 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는 학습만족도에 정(+)

의 관계가 있다

가설 4 : 교육훈련프로그램 환경은 학습만족도에 정(+)

의 관계가 있다

가설 5 :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은 직무만족도에 정 (+)

의 관계가 있다

가설 6 : 교육훈련프로그램 방법은 직무만족도에 정(+)

의 관계가 있다

가설 7 : 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는 직무만족도에 정(+)

의 관계가 있다

가설 8 : 교육훈련프로그램 환경은 직무만족도에 정(+)

의 관계가 있다

가설 9 : 학습만족도는 조직몰입에 정(+)의 관계가 있다

가설10 : 직무만족도는 조직몰입에 정(+)의 관계가 있다

그림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Figure 1.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Ⅳ. 실증연구 결과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육훈

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들을 대

상으로 총 25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225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2.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전체 225명의 응답자 중 남자가 72.44%, 여

자 27.56%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40대가 42.22%로 가장

많았고, 근무 연수는 6년～10년이 23.56 %로 가장 많았

지만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변수 응답자(명) %

총계 225 100.00

성별

소계 225 100.00

남자 163 72.44

여자 62 27.56

연령

소계 225 100.00

20대 21 9.33

30대 75 33.33

40대 95 42.22

50대 34 15.11

근무연수

소계 225 100.00

1년～5년 47 20.89

6년～10년 53 23.56

11년～15년 48 21.33

16년～20년 42 18.67

21년 이상 35 15.56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3. 실증연구 결과

분석에 앞서 실증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한 신

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알파(α) 계수를 사용

하여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

정도구는 모두 0.7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신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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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

표준

오차

유의수

준

교육훈련프로그램내용→학습만족도 0.406 0.104 0.000

교육훈련프로그램방법→학습만족도 0.424 0.144 0.003

교육훈련프로그램강사→학습만족도 0.572 0.108 0.000

교육훈련프로그램환경→학습만족도 -0.172 0.106 0.104

교육훈련프로그램내용→직무만족도 0.523 0.091 0.000

교육훈련프로그램방법→직무만족도 0.279 0.105 0.008

교육훈련프로그램강사→직무만족도 0.151 0.075 0.044

교육훈련프로그램환경→직무만족도 -0.134 0.077 0.081

학습만족도→조직몰입 0.591 0.119 0.242

직무만족도→조직몰입 0.139 0.174 0.000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연구모델에 사용된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

성의 개괄적 판단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은 principal componet analysis를 사용하였

고, 아이겐 값이 1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도록 지정하

였다. 회전방식은 직각회전 방식인 varimax rotation방

법을 사용하였다.

외생변수인 교육훈련프로그램 특성 변수군의 4가지

요인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 교육훈련프로그램 방법,

교육훈련프로그램 환경, 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가 설명

하는 누적 분산은 67.926% 였으며 각 요인변수들이 모

두 잘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생변수군의 3가지 요인인 학습만족, 직무만족, 조직

몰입이 설명하는 누적분산은 74.476% 이며 각 요인변수

들이 잘 구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

Table 2. Results of Reliability Test

변 수 하위변인 α 계수

독립

변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
0.867

교육훈련프로그램

방법
0.756

교육훈련프로그램

환경
0.750

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
0.892

종속

변수

훈련성과

학습만족도 0.889

직무만족도 0.897

조직성과 조직몰입 0.846

구조방정식으로 구성된 연구모델의 실증을 위해

AMOS 20.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모델

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FI=0.951, TLI(Lisrel의

NNFI) 값이 0.945로 나타나 연구모델의 적합도가 만족

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A 값도 0.050으

로 적합도 지수 판단기준인 0.05-0.08 사이에 포함되어

만족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연구모델의 실증결과

Table 3. Results of Research Model

실증연구결과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5, 가설6, 가설

7, 가설10은 채택되었고 가설4과 가설8, 가설9는 기각되

었다. 즉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강사는 학습

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환경은 학습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직무만족도는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만족도는 조직몰입에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교육훈련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특성이 훈련성과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특성 중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법 그리고 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는 학습만

족과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교육훈련프로그램 환경은 학습만족과 직무만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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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둘째,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학습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교육훈

련프로그램 특성 중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법, 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는 학습만족과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지만, 교

육훈련프로그램 환경은 학습만족과 직무만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쾌적

한 교육환경, 접근성, 휴게실, 식당 등 프로그램의 물리

적 요소보다 교육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요소인 내용과

강사, 방법 등이 만족도향상에 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있으나, 학습만족은조직몰입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조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학습보다는 직무

와 관련된 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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