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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교육 훈련특성이 조직몰입을 통해 학습 전이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Education and Training Characteristics of 
Incumbent on Learning Transfer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이영은*, 이신복**

Young-Eun, Lee*, Sin-Bok, L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IT 기업 재직자의 교육 훈련특성과 교육 성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
경에서 기업에게 인적자원은 시장 경쟁력확보의 중요한 요소로써 교육 훈련을 통해 재직자의 역량육성과 기업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퇴사율과 교육내용의 낮은 활용도로 기업들이 
교육 훈련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연구자들은 교육 훈련의 특성과 성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 훈련특성과 조직몰입의 하위 요소, 현장 활용에 대한 세분화 되어진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훈련특성 요인을 기존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조직몰입을 통해 실제적으로 재직자들이 업무 활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보고자 한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사
능력과 교육프로그램 적절성은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 업무 관련성은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몰입은 학습 전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사 능력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지며, 교육 관련자들이나 관련 기업들에게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education and training characteristics and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incumbent. For the enterprise in the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the human resources is an important factor to secure the market competitiveness, and the
enterprise promotes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and the corporate performance through the 
education and training. However, in spite of such effort, the continuously increasing turnover rate and 
the low utilization rate of educational contents make the enterprises to hesitate the investment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Although, the researchers are conducting lots of research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erformance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the research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field utilization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is not sufficient due to such reasons,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draw the factors of education and training characteristics through existing researches and 
find out what impact they have actually on the utilization in business by the incumbents through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self-efficacy do not have
impa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appropriateness of instructor ability has positive (+) 
impact on the continuous commitment and the emotional commitment, and the work correlation has 
negative impact on the continuous commitment and the emotional commitment. These results seems to
mean that the importance of the instructor ability and the educational program should be increased and
it is intend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education-related personnel and the relat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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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어느 조직이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한정 된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하고 있다[13]. 이에 조직은 지속적인 경쟁력 창출을 위해
서 자신의 고유한 내부 자원에 기초할 필요가 있을 것이
며, 그 중 조직의 핵심요소로 강조 되고 있는 것이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13,21].

이에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
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23]. 교육 훈련의 주요 목적은 조직
의 성과향상은 물론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그리
고 능력 등을 학습함으로써 실제 직무에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교육 훈련을 통해 조직에 대한 충성
도 및 몰입도를 상승시켜서 이들이 이직이나 조직에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인적자원 관리 분야의 중요한 과
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18].

하지만 오랜 기간의 교육 훈련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
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내용이 실제로 현업에 적용되어 
조직의 성과에 기여 하는 바가 없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재직자들이 이탈이나 이직 등이 기업들로 
하여금 교육 훈련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 일 것이다
[9].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훈
련 프로그램의 현업적용 성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해외 사례로써 미국 기업의 경우에도 교육 훈련내
용의 약 10%~15% 정도만 직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8]. 이처럼 크고 작은 기업들이 조직의 성과를 향
상 시키기 위하여 재직자들에게 많은 비용의 교육 훈련
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교육 훈련의 효과는 투자 대비 미
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액수의 비용을 
교육 훈련에 투자하거나 혹은 교육 훈련 기간을 늘린다
고 하여 재직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능력을 향상 시
켜 조직성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훈련에 한정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교육 훈련특성이 
근로자가 조직에 헌신하면서 일하고자 하는 조직몰입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몰입
이 교육의 성과로 이어져 현장에서 활용되지는 지를 확
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재직자의 교육 훈련의 연구의 세부적인 목
적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교육 훈련 관련 문헌 탐색을 통해 교육 
훈련특성을 파악하여 재직자의 교육 훈련의 특성을 분류
하고자 한다. 근로자들이 기존의 회사에서 꾸준히 정착하
여 회사에 기여 하기를 바라는 사업 주의 본래의 교육 훈
련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훈련특성을 찾아야 할 필요성
이 있다.

둘째, 재직자 교육 훈련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근로
자들의 회사 즉, 조직의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조직몰입이 업무 활용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관련자들이 교육 훈련의 특성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조직
몰입을 통해 조직의 성과달성에 효과적인 교육 훈련을 
개발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Ⅱ. 선행연구와 가설 설정

1. 재직자의 교육 훈련특성
교육 훈련은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의 합

성어로 두 단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김민경·나인강, 
2012). 우선, 교육이란 회사의 현재 업무에는 쓰이지는 
않지만 추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배
우는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의미하고, 훈련이란 근로자가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 배우는 학습을 의미한다[8]. 즉, 교육 훈련이란 
‘조직의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기술과 지식
을 배우고 축적하여, 조직에서 근로자들이 바람직한 가치
관, 행동 및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는 의도적이고 계획적
인 활동’을 말한다[22,31].

재직자를 교육할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
은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직
자의 교육 훈련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을 분류하고, 각 특
성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몇 연구들에 따르면
[12,22],, 재직자의 교육 훈련특성은 자아효능감, 강사 능력, 
프로그램 적절성, 업무 관련성 등으로 분류하였다. 네 가
지 요인들과 재직자의 조직몰입과 학습 전이를 함께 살
펴보고 조직몰입을 높이는 긍정적인 교육 훈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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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이란 영문의 뜻처럼 스스로 

느끼는 효능감, 즉,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느끼는 
유능하고, 효능이 있고, 건강한 자신감’을 의미한다(김수
아·김명옥, 2018). 자아효능감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
는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었고,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
인, 조직적 요인, 상황적 요인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
인이 성취한 성과를 자아효능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18]. 

Bandura(1977)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자아효능감 
이론은, 개인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
하고, 이를 지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스스로 만든 이
미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3,17]. 회사의 경우, 재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새로운 직무를 잘 수
행할 수 있으며 일하는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서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성과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습 내용을 현업에 전이
시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28].

나. 강사능력
재직자들에게 학습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와 교육 훈련

의 성공은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질과 자격
요건 및 그의 행동이라고 제시되어 왔다(김진모 외, 
2012). 강사의 능력은 전문성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데, 
전문성은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지식과 기술
을 완전히 습득하여 기본방향과 학습목표에 맞게 교육을 
재직자들에게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9,10,30].

교육 훈련에서 강사의 요건은 몇 가지가 있고, 강사의 
요건들은 재직자의 학습력을 촉진하는 요소라고 연구되
었다[6,38]. 강사는 사업자의 조직적 전략 목표와 재직자의 
교육 훈련내용을 일치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교육 
훈련 일정과 내용을 계획할 때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재
직자들이 인지하도록 하고 재직자들의 참여성과 몰입도
를 높이도록 이끌어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으로 강사의 능력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적이면서
도 세세하게 완성해야 하는 것이다[38].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강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
리들이 논의되었다[14]. 교육 훈련 시에 사용하는 방법과 
매체가 재직자들 입장에 알맞아야 한다는 것과 강사는 
재직자들의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에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강사는 재직자

들이 교육받는 동안 신뢰감을 심어주고, 재직자들이 질문
할 때 적절한 피드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강사는 자신의 자아효능감과 기대감을 증폭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 있다. 

이처럼 강사의 능력은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성공시
키기 위해서 중요하고, 또한 강사의 능력과 자질은 학습
자의 교육만족도도 높인다는 점에서 교육 훈련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13,24].

다. 프로그램 적절성
적절성이란 학습과제와 학습활동이 학습자의 다양한 

흥미에 부합되면서도 학습자들에게 의미가 있고[41], 또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관련된 것으로, 교수계획에 
있어서 학생들 각자에게 적절성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학습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인적 요구, 
관심, 흥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과거 학습경험,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것, 미래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
는 것과 현재 학습하게 될 내용 간에 서로 관련을 맺고 
있을 때 그 학습 내용이 적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42].

라. 업무관련성
교육 훈련의 내용은 재직자들에게 회사의 사례와 같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조직구성
원이 자신의 직무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한
다고 선행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16,17,18]. 또한, 재직자
들은 교육 훈련내용에 만족하게 되고 학습의 성과를 보
이는 등의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연구되었다[1,26,36].

교육 훈련의 업무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가 재직자들이 수행하는 실무와 관련되어 자세하게 
담고 있어야 하고, 교육의 내용 또한 업무와 접한 것들
이어야 한다[9]. 서비스 관련 교육인 경우, 교육 훈련의 업
무 관련성이란 재직자의 행동 가짐과 태도가 바람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목표여야 한다. 교육 훈련
의 모형을 제시한 연구[2]에서는 교육 훈련의 업무 연관성
이 교육 학습의 전이에 영향 요인으로 발표하였고, 교육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직무 환경과 비슷한 
상황을 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올바르다고 밝힌 연구도 
있었다[6]. 즉, 교육훈련과 직무 내용의 관련성이 높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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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이란 개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동일시 몰입, 일체감, 애착심을 나타내
는 것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
뢰와 조직을 위해 애쓰려는 의사, 조직구성으로 남아있으
려는 의지[34], 조직에 연결된 개인의 정체성과 몰입의 상
대적 강도 또는 조직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에 머무르
려는 의지[10]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조직몰입이란 첫째, 조직적인 의무감으로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둘째, 직업, 경력, 연합, 조직 그룹, 감
독 등에게 보이는 몰입이다.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은 회
사에서 일하는 재직자들이 보이는 몰입을 뜻하고[10,21],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에 헌신하면서 일하는 것”으로 본다.

조직몰입은 3가지 요소, 즉, 정서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으로 특성을 나
눌 수 있다[21]. 첫째,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심리적 
유대감으로 조직에 대한 애정과 프라이드 등이 있다. 둘
째 지속적 몰입은 조직에 남아 있음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며,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남고자 하는 의
무를 말하고, 조직이 비전, 미션, 가치에 대한 몰입을 뜻
한다[33].

조직몰입의 가장 큰 이점으로는 재직자의 긍정적인 행
동과 바람직한 업무 결과를 야기한다는 것이다[21]. 강한 
조직몰입을 하는 재직자일수록 약한 조직몰입을 하는 재
직자들보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더 가치있는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연구되었다[32]. 또한, 조직몰입에 대한 메타연
구에서는 조직몰입이 제시간에 출근, 조직에 오랫동안 있
으려는 의지, 업무 노력과 성과 등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
다는 것이 밝혀졌다[40]. 

즉 기업들은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조
직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고 그 하
나의 방안으로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4. 학습 전이
기업에서 교육 훈련을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 

참가자들이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식
과 기술, 능력 등을 학습함으로써 실제 직무에서 활용하
도록 하는 것이다[22]. 교육훈련 내용이 현업에서 활용되
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업교육 상황에서는 학습전이, 교육
훈련전이, 훈련전이, 현업적용도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4,25,28]. 

학습 전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Kirkpatrick의 측정지침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42]. 
Kirkpatrick은 교육훈련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반응
(reaction)→학습(learning)→행위(behavior)→결과
(results)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육 훈련 4단계 모형을 제
시하였다. 이때 제3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습한 것
을 실제로 실행하는 행동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학
습 전이와 비슷한 개념에 해당한다[37,42].

5. 교육 훈련특성과 조직몰입과의 관계 
교육 훈련은 조직의 성과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연구되었다. 특히 잘 설계된 교육 훈련은 재직자들에
게 동기를 부여시키는 역할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 및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32,41]. 따라서 교육 훈련은 재직자들의 능력, 기
술, 지식을 쌓게 도와주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
어 현재의 직무와 앞으로 해야할 미래의 직무에서도 효
과적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기업들은 조
직성과 및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 훈련을 바탕으로 개
인의 직무 성과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 훈련은 
선행연구에서 그 특성을 조사한 바 있고, Bramley 외
(2011)에 따르며 교육 훈련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천되
기 위해 학습자의 태도, 훈련내용, 훈련환경, 강사의 자질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강사의 자질을 통해 조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교육 훈련이 조직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연구되었다[24].

또한, 교육 훈련특성 중에 동기부여 요소를 포함하여 
조직원들에게 교육받도록 하였을 때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37]. 이로써 조직원들
이 업무의 목표를 실천하고 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동
기부여가 강화된 교육 훈련을 받음으로써 조직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훈련의 특성에 따
라 조직몰입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강사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지만, 훈련환경 또는 교육내용의 
충실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28]. 

이에 따라 재직자들은 교육 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조직
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
게 된다. 따라서 재직자들은 교육 훈련을 바탕으로 조직
의 몰입에 힘쓰는 행동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조직의 목표 추구에 여러 가지 노력과 상당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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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측정 문항 참고
문헌

독
립
변
수

자기
효능감

나는 새로 배운 것들을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나의 능력은 그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교육의 내용들을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사
능력

교육내용에 대한 강사의 준비는 충분하였다.

[9]교육과정에서 강사는 의욕과 열정을 보였다.
강사는 교육생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
록 동기감을 고취하였다.

교육
과정

나는 내가 배운 교육들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9]나는 교육 설정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육 훈련 수준이 양호하다고 생각한다.

업무
관련성

교육에서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공되었다.

[17]교육내용은 내가 하는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것
들이 잘 반영되어 있었다.
교육에서 실습과 참여기회가 많이 제공되어 업
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매
개
변
수

지속적

나는 정년까지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교육
을 이수할 것이다.

[33]나는 회사하는 교육을 계속 이수하고 싶다.
내가 교육을 이수하는 이유는 나의 필요에 의해
서와 더불어 내가 원하여서이다.

규범적

현재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
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33]나의 동료들이 다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
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나의 회사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감으
로 느껴진다.

정서적

나의 회사에서 교육을 이수 하는 것이 다른 어
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33]나의 회사에서 교육을 이수 하는 것이 나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나는 현재 교육 이수하는 회사에서 강한 소속감
을 느끼는 편이다.

종
속
변
수

학습
전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업무에 직접 적용하거나 활
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9]교육 후 상사나 동료로부터 업무 수행이 향상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표 1. 측정항목
Table 1. list of measurement

간을 투자하게 된다. 노력과 시간은 조직을 위한 몰입 및 
희생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이루게 된다[21].

6. 조직몰입과 학습 전이와의 관계
조직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되는 교육성과는 구성원들이 성공적으로 교육을 이수받
고 조직 혹은 개인의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게다가 
교육성과는 재직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정의적 성과도 
포함되며 직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여주는 조직 생
산성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32,33].

특히 재직자들은 조직 내의 관련자들인 상사 혹은 동
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조직의 교육 목표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조직몰입의 환경은 인간 중심적인 
집단인 직장에서 꼭 필요하며 상호가 협력함으로써 집단
적인 행동을 응집력 있게 나타나도록 하는 요소이다[26]. 
게다가 재직자들의 의사소통능력에 좌우되어 교육 목표 
실현 수준이 달라지게 되며, 개인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을
수록 조직 일체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조직몰입을 훨
씬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개인은 만들게 된다[27]. 따라
서 조직몰입은 교육 훈련의 목표였던 교육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게다가 조직의 구성원들 간의 강화된 응집력은 서로 
간의 정보 전달이 빠르게 이루어 지게 하며, 재직자들의 
근무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기 및 협동식과 같은 조직 활
동에 필수적인 능력을 성장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상호
작용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은 업무성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끌어준다[28]. 그 외에 교육자들에게 조직몰입은 조직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이며, 조직몰입은 전문
성을 높여줌으로써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연구되었다[35].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공무원들
의 공익몰입 및 조직몰입이 공공봉사의 동기를 향상 시
켜주어 조직성과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연구되었다[43]. 따
라서 조직성과는 외부적인 요소인 교육을 통해서 정기적
으로 재직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고취 시켜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 외 실증연구에서 행정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
직 의사소통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활발한 조직 의사
소통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39]. 이와 같은 결과는 재직자들이 의사소통 등을 통해 
조직 몰입하게 되면 조직의 목표하는 교육 성과로 이어
질 수 있으며, 양질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표본설계와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대상은 재직자들의 교육 훈련특성이 조직몰

입을 통해 학습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재
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였으며, 재직자들
을 대상으로 240부를 배포하여 240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9부를 제외한 231부가 분
석에 사용되었다. 설문 기간은 2020년 01월 0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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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측정오차 Cronbach's α C.R AVE

자기효능감
효능1 0.908 0.141

0.934 0.950 0.863효능2 0.953 0.075
효능3 0.868 0.178

강사능력
강사1 0.908 0.109

0.833 0.977 0.707강사2 0.75 0.306
강사3 0.725 0.378

교육과정
과정1 0.735 0.219

0.819 0.909 0.772과정2 0.674 0.247
과정3 0.91 0.071

업무관련성
업무1 0.846 0.176

0.874 0.928 0.812업무2 0.864 0.127
업무3 0.8 0.183

지속적
지속1 0.896 0.177

0.838 0.891 0.739지속2 0.944 0.076
지속3 0.589 0.467

규범적
규범1 0.845 0.169

0.876 0.922 0.798규범2 0.833 0.198
규범3 0.836 0.166

정서적
정서1 0.836 0.243

0.869 0.878 0.706정서2 0.83 0.294
정서3 0.827 0.324

학습 전이
학습1 0.684 0.311

0.825 0.895 0.743학습2 0.912 0.095
학습3 0.76 0.243

변수들에 대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을 통한 각 구
성 개념에 대한 모든 질문은 해당 질문에 리커트 5점 척
도로 구성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구통계 특성을 파악할 때 주로 이용되는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실제 대상자로 하여금 빈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변
수의 인과 관계와 더불어 앞선 가설의 경로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에 주로 이용되는 AMOS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하였다. 또한, 확인
적 요인분석을 위한 측정모형 검증도 실시하였으며, 측정
모형 검증을 통해 요인들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연구 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이 161명(69.7%), 여성이 70

명(30.3%)의 분포를 보였고, 나이 별로는 20~24세는 22
명(9.5%), 25~29세는 46명(19.9%), 30~34세는 59명
(25.5%), 35~39세는 69명(29.9%), 40~44세는 20명
(8.7%), 45세 이상은 15명(6.5%)으로 나타났다. 현재하
고 있는 업무로는 IT 연구개발이 3명(1.3%), 영업 및 마
케팅은 6명(2.6%), 디자인은 73명(31.6%), 제조 및 품질
은 57명(24.7%), 경영지원은 92명(39.8%)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현 직장 포함 총 근무연수로는 3년 미만이 29
명(12.6%), 3~5년 미만이 38명(16.5%), 5~10년 미만이 
105명(45.5%), 10~15년 미만이 47명(20.3%), 15년 이
상은 12명(5.2%)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으로는 
고졸이 3명(1.3%), 전문대졸이 44명(19.0%), 대학교 졸
업이 168명(72.7%), 석사 이상이 16명(6.9%)으로 나타
났다. 

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최종 수집된 데이터(n=231)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

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가 
있다. 이 중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한 측정항
목의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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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성 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요인
요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자기효능감 　.929 　 　 　
강사능력 .711** .841　 　 　 　
교육과정 .002 .009 .879　 　 　 　 　 　

업무관련성 -.001 .027 .658** .901 　 　
지속적 .132* .124 .422** .266** .860 　 　
규범적 .137* .165* .395** .530** .371** .893　 　 　
정서적 .163* .148* .481** .474** .650** .604** .840　 　

학습 전이 .006 -.002 .013 .028 .109 .035 .168* .862　
평균 3.753 3.821 3.662 3.632 3.714 3.231 3.317 4.149

표준편차 .831 .729 .574 .660 .766 .826 .858 .655

** p<0.01, * p<0.05 대각선에 있는 수치는 평균 분산 추출 값(AVE)임

α 계수(0.7 이상)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AMOS 24.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적재 값을 집중 
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
량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4,5,20].

판별 타당성은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뚜렷이 구별되는 
정도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Fom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Pearson 상관 관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구성 개념에서 AVE의 제곱 값이 해당 구성 개념과 다른 
구성 개념 간의 상관 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11].

표 2.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
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뢰성
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검증에 사용된 
Cronbach's α 값은 0.819에서 0.934로 분포되어 권장
치(0.7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확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인적재 
값 역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
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을 이용한 판별 타당성
은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확보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 
및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표 3. 은 측정모형
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측
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에,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을 사용하
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총 24개의 측정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
증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GFI 
(Goodness-of-fitIndex) 0.9 이상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이하,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에 
대한 p값(>=0.05)등 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를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 335.662(df=224), p = 

0.000, /df = 1.498, GFI = 0.896, NFI = 0.892, 
CFI = 0.91, RMR = 0.028로 대부분의 지수가 권장치를 
충족하게 나타나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 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났다[4,29]. 이를 통해 
구성 개념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3. 연구 모형 검증결과
총 231개의 데이터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연

구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4.0을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SEM)을 실시하였
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
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정도

이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397.504 (df=231), 

p = 0.000, /df = 1.72, GFI = 0.875, NFI = 0.893, 
CFI = 0.952, RMR = 0.029로 나타나 연구 가설의 검증
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구조방
정식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경로계수(β)이다. 
이는 두 변수 간의 인과 관계의 정보를 나타낸다[4,5]. 

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직자의 교육 훈련특
성 중 자기효능감은 조직몰입에 각각 –0.253, -0.073, 
-0.376의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통계적으로 조직몰입
과는 아무런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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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경로 경로계수 결과
H1-1 자기효능감 -> 지속적 몰입 -0.253 기각

H1-2 자기효능감 -> 규범적 몰입 -0.073 기각
H1-3 자기효능감 -> 정서적 몰입 -0.376 기각

H2-1 강사 능력 -> 지속적 몰입 0.479** 채택
H2-2 강사 능력 -> 규범적 몰입 0.031 기각

H2-3 강사 능력 -> 정서적 몰입 0.748** 채택
H3-1 교육과정 -> 지속적 몰입 3.325*** 채택

H3-2 교육과정 -> 규범적 몰입 0.344 기각
H3-3 교육과정 -> 정서적 몰입 4.562*** 채택

H4-1 업무 관련성 -> 지속적 몰입 -2.049*** 역 채택
H4-2 업무 관련성 -> 규범적 몰입 -0.226 기각

H4-3 업무 관련성 -> 정서적 몰입 -2.437*** 역 채택
H5-1 지속적 몰입 -> 학습 전이 -0.034 기각

H5-2 규범적 몰입 -> 학습 전이 0.13* 채택
H5-3 정서적 몰입 -> 학습 전이 0.127 기각

*:P<0.1, **:P<0.05, ***:P<0.01, ns: Not Significant

표 4. 가설검증 결과
Table 4. Hypotheses Testing Results

기각되었다.
두 번째로 재직자의 교육 훈련특성 중 강사 능력은 조

직몰입에 각각 0.479(p<0.05), 0.031, 0.748(p<0.05)로 
나타냄으로써 조직몰입 중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으며, 규범적 몰
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세 번째로 재직자의 교육 훈련특성 중 교육과정은 조
직몰입에 각각 3.325(p<0.01), 0.344, 4.562(p<0.01)로 
나타냄으로써 조직몰입 중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으며, 규범적 몰
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네 번째로 재직자의 교육 훈련특성 중 업무 관련성은 
조직몰입에 각각 –2.049(p<0.01), -0.226, -2.437(p<0.01)
로 나타냄으로써 조직몰입 중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
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으며, 규범
적 몰입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직몰입은 학습 전이에 각각 –0.034, 
0.13(p<0.1), 0.127로 나타냄으로써 조직몰입 중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은 학습 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냄으로써 기각되었으며, 규범적 몰입은 학습 전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냄으로써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표 5. 에 제시되어 있고 이를 종합
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와 같이 요약 된다.

그림 1. 구조방정식 결과
Fig. 1. Structural equation results 

Ⅴ.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기업의 인적자원은 기업에의 경쟁력확보와 성장의 핵

심요소이며, 교육 훈련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경영활동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재직자의 교육 훈련은 기
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증가하는 재직자의 이탈과 낮은 
업무 활용도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기업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구변
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검증하여 시사점을 발
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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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직자의 자아효능감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에 강사 능력과 교육과정, 업무 관련성은 지속
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개인적 특성이 교육 훈련을 통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육과정의 특성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
고자 의지와 교육의 중요성과 조직의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효능감 수준에 관계 
없이 전반적인 교육대상자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내용으
로 충실한 교육이 진행된다면 지속적인 교육참여 의지와 
정서적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둘째, 특히 강사의 능력과 교육과정은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업무 관련성은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경우 조직몰입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24]와는 다른 
것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형태
의 교육 콘텐츠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업무 환경에서, 업
무의 관련성이 높은 교육 훈련과정만 제공된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느껴질 수 있고 미래역량 육성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미비하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동기
와 수준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참여 의지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구성 별로 세분화된 
분석을 한 결과, 지속적 몰입과 정서적 몰입은 학습한 내
용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학습 전이에는 유이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의 의무감, 중요성을 높게 생
각하는 규범적 몰입이 높을수록 학습 전이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에 대한 책임감
과 의무감이 학습된 교육 훈련내용의 성실한 학습과 현
장 활용 동기를 제공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재직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교육 훈련과정을 
만들기 위해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 강사의 충실한 과
정 준비 및 진행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 훈련내용이 현장
에서 잘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직자들이 교육 훈
련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훈련에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서울 지역 

IT 기업 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설정해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 제약이라는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교육내용, 교육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업종별, 직무별로 대상을 세분화

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높은 업무 관련도가 조
직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개인특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유형 등 세부화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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