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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상사지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년

손 규 태

이 연구는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와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영향관계 구명, 둘째, 기

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

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명, 셋

째,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 구명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으로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체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자체 리더십 교육체계를 보유하고 있

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대기업의 목록을 확인하였다. 그중에서

첫째, 중간관리자 대상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가능한 다양한 단위 조직(예를 들어, 사업부, 부서 및 팀)의 학습자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셋째, 소프트 스킬(soft skills)에 관

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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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A사, B사, C사, D사 등 4개 기

업의 5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교육훈련 직후와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로 두 차례에 걸

쳐 수집하였다. 교육훈련 직후 설문은 사전정보 구체성, 교육내용 타당

성, 참여적 교수방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립, 학습 유의미성, 전이

효능감 등 7개 변인에 대한 45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 설문은 교육훈련 전이,

상사지원 등 2개 변인에 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은 교

육훈련 직후와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로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

사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두 설문에 모두 응답한 284명의 응답자

료 중 이상치 2개를 제외한 282명의 응답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3.0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

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는 서로 간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훈련설계 속성 중 교육내용 타당성(=.263, p<.01),

참여적 교수방법(=.162, p<.01), 강사능력(=.157, p<.05), 현업적용계획 수립

(=.175, p<.01)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교육훈련설계 속성 중 교육내용 타당성(=.207, p<.01), 현업적용계획

수립(=.165, p<.01)과 학습 유의미성(=.316, p<.001)은 전이효능감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유의미성은 교육훈련 전이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112, p>.05), 전이효능감은 교육훈

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26, p<.001). 둘

째,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훈련설계 속성 중 교육내용 타당

성(B=.093, p<.05), 현업적용계획 수립(B=.069, p<.05)은 전이효능감의 단일

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

련설계 속성 중 교육내용 타당성(B=.038, p<.001), 참여적 교수방법(B=.023,

p<.05), 강사능력(B=.023, p<.05), 현업적용계획 수립(B=.023, p<.05)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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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

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

성, 전이효능감, 교육훈련 전이는 서로 간 영향관계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이효능감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은 학습자들이 교육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학습 유의미성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현업적용 자신감을

북돋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미감을 고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전에 요구를 분석하거나 교

육훈련 종료 후 피드백을 분석해 어떠한 점에서 그들이 참여한 교육이

가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교육 프

로그램을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설계 속성 중 교육내용

타당성, 참여적 교수방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립이 학습 유의미성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내용 타당성, 현업적

용계획 수립이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육이 의미가 있었고, 참여할만한 가치가 있

었다는 인식을 제고하며, 나아가 교육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신

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타당하게 설계하고, 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교육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강사의 수준을 제고하

고, 현업적용계획 수립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속성들을 고려하여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은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훈

련설계 속성 중 교육내용 타당성,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전이효능감의 단

일매개효과를 통해서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내용 타당성, 참여적 교수방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

립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



- iv -

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가 분절적이지 않고, 교육훈련설계 속성이 일관된 맥락에서 학습 유의미

성과 전이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교육훈련설계 속성이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교육훈련 전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

양한 교육훈련설계 속성들을 탐색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사지원은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

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업무환경 요인으로서 상사지원의 중요성

이 선행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부각된 만큼, 상사지원이 교육훈련 전이

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기보다는, 교

육훈련 전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 간에서

상사지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

훈련 전이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업

복귀 후 전이효능감과 그 촉진요인들에 관해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셋째, 교육훈련 종료 후 교육훈련설계 속성의 역할에 대해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학습자

의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

둘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요

구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리더십 교육, 교육훈련 전이, 교육훈련설계,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상사지원

학 번: 2015-3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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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기업이라는 조직은 관리(management)와 리더십(leadership)을 통해 조

직 구성원들의 수행을 촉진하고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변화가 가속

화되는 최근의 경영환경으로 인해 점차 리더십에 대한 요구와 우려가 더

욱 깊어져 가고 있다(박종선, 김진모, 2016). 이제 리더십 개발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조직 구성원들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경

주하고 있으며, 점점 더 큰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Gibler,

Carter & Goldsmith, 2000), 리더십 교육의 효과성(effectiveness)이 제고되

지 않는 경우가 많다(Collins & Holton, 2004; Rosenstiel, 2009). Schwartz,

Bersin과 Pelster(2014)에 의하면, 미국 기업 중 조직 내 리더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기업은 불과 13%에 그쳤음을 지적

하며, 기업들이 여전히 조직 구성원들의 리더십 스킬 부족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리더십 교육에 큰 비용을 투자한다는 점

에서 경각심을 갖고 바라보아야 하며(Stiehl, Felfe, Elprana & Gatzka,

2015), 리더십 교육이 그저 비용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적절한 성과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리더십 교육에 더 큰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서

나아가 리더십 교육이 갖는 결과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한다

(Wakefield, Abbatiello, Agarwal, Pastakia & van Berkel, 2016).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그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

인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

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Kirkpatrick(1959)의 4수준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반응, 학습, 전이, 결과로 바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을 현업에 적용

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교육훈련 전이(training transfer)는 교육훈련의 효과

성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박종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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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주요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은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을 의미하며(Bandura, 1977), 자기효능감 지

각이 높은 사람의 경우 동일 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사람에 비해

높은 업무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중요한 변

인으로 다루어져 왔다(박종선, 2015).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교육훈련

전이 관련 연구에서 전이를 예측하는 주요요인으로서 다루어져 왔다. 학

습과 수행에 관한 영향요인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제시한 Holton, Bates와

Ruona(2000)의 모형에서는 교육훈련의 설계요인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을 제고시키고, 자기효능감은 전이동기를 매개로 하여 개인의 수행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교육훈련 전이에 관한 자기효능감

의 영향은 국내의 다양한 실증연구(이찬, 최영준, 백지연, 2013; 임효창,

박경규, 1999; 정완영, 이민세, 지용익, 김찬중, 2013; 채진, 2016; 한안나,

1999)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전이 관

련 연구들(박귀찬, 2010; 박영용, 김진모, 2008; 이진화, 2009)로부터도 자

기효능감은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주요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훈련 전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학습자가 습득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전이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학습자가 처

한 모든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감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구

분하지 않고,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통해 다

루어왔다. 그러나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의 영역이 과업에 따라 다

르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근거를 통해 김성완, 김재훈(2003)은 교육

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기효능감을 다른

범위의 자기효능감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

을 뒷받침하는 교육훈련의 결과로서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Holton과 그의

동료들(1998; 2000)의 모형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그들의 모형에서 자기

효능감은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이 습득한 지식과 스킬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학습자의 일반적인 믿음(general belief)”으로 개념화되어 있

어,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자신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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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다루도록 하고, 이를 일

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명확히 구분하고자 김성완, 김재훈(2003)에서

활용한 ‘전이효능감’의 변인명을 활용해서 교육훈련 전이 관련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 후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다루었다.

전이효능감은 특히 리더십 교육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Yelon과 Ford(1999)는 교육훈련에서 다루는 스킬들을 학습환경에서 적용

해 본 특정 스킬이 현업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스킬을 폐쇄형 스킬(closed

skills), 보다 원리 또는 원칙에 초점을 두고 학습하는 개방형 스킬(open

skills)로 구분하고, 개방형 스킬의 경우 교육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적용양상의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리더십 교육은 그 목표 및 내용의 특성상 보다 개방형 스킬에 초점을 두

고 행하여지게 되는데, 리더십 스킬의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올바른 리더

십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높은 수준

의 심리적 동기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에 따라

Blume, Ford, Baldwin과 Huang(2010)은 개방형 스킬을 다루는 교육과

폐쇄형 스킬을 다루는 교육의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

엇이며, 각각 어떠한 변인들이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메타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는데,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개방형 스킬

중에서도 대인관계/리더십 스킬에 대해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훈련

전이는 폐쇄형 스킬에 대해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전이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이효능감이 리더십

교육의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학습자의 전이효능감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학습자

가 현업적용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은 교육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의 원천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Zhao, Mattila와 Tao(2008)는 교육훈련이 학습자가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

러한 기능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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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육훈련 전이의 맥락에서 무엇이 학습을 촉진하는가에 대

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 전이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연구인

Baldwin과 Ford(1988)은 교육훈련에서의 소위 “전이문제”에 대한 경각심

을 토대로 교육훈련 전이의 촉진을 위해 피훈련자 특성 요인, 교육훈련

설계 속성, 업무 환경 요인이 고려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기초

하여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전이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이 교육

훈련 전이 제도 방안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예: Baron & Morin, 2010;

Gilpin-Jackson & Bushe, 2007; Green, 2002; 박영용, 김진모, 2006; 박종

선, 김진모, 2016).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도 교육

훈련설계 속성은 현업에서 발현해야 할 행동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요

인으로, 특히 교육훈련 실무자들에게 있어서 그 중요성이 크다. 교육훈련

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속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교

육훈련설계 속성은 교육훈련을 통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한 내용을 현

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이해할 수 있다

(박종선, 2015).

한편, 그간 교육훈련 전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학습’을 전이를 담보하

는 핵심요소로서 다루어왔으며(예: Noe & Schmitt, 1986; Baldwin &

Ford, 1988; Burke & Hutchins, 2008), 국내외 연구를 통하여 그 관계도

다수 실증되어 왔다. 교육훈련 전이에서 말하는 학습은 주로 학습의 결과,

즉 학업성취도로 측정되어 왔는데, 이는 교육훈련 전이의 속성이 학습한

지식 및 기술을 행동으로 발현하는 것이라는 이해로부터 기인한다

(Baldwin & Ford, 1988; Goldstein & Ford, 2002; Noe & Schmitt, 1986;

Newstorm, 1986). 따라서 어떠한 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발

현케 하고자 한다면 그 행동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교육내용으로 구성하

고, 특히 학업성취도의 개념을 통해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학습자가

교육내용에 대해 암기 혹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이 강조된다.

그러나 리더십 교육은 내용 특정적이지 않고 확실한 형태가 없는 소프

트 스킬(soft skill)에 대해 다루므로 학습내용이 정형화되기 어렵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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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 교육은 제한된 소수의 상황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답

을 제시해준다기보다는, 개방형 스킬의 교육으로서 학습내용을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스스로 재구조화하고 발현케 해야 하므로 학습자의 가

치관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순히 교육에서 제공

하는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발현된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와 더불어 그 교육이 일터에서의 학습자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의미가

있고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학습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 유의미성(Meaningfulness of Learning)은 리더십

교육의 유효성으로서 학업성취도와 함께 학습자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 유의미성은 학습자가

경험한 학습활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을 의

미한다. 리더십은 그 형태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으며, 리더십 교육을 통해

제시된 교육내용들을 암기 혹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자가 실제로 부

딪히게 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교육이 목표로 한 올바른 리더십

활동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습의 유의미성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

여 리더십 교육의 유효성 요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학습자

는 자신이 경험한 학습이 자신에게 유의미하다고 인식하였을 때, 보다 적

극적으로 교육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자가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것을 적용하고자 하는 상황이 현업

이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의 전이를 시도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화하기 위

해서는 교육훈련의 설계 수준뿐만 아니라 현업에서의 상황적 맥락 또한

중요하게 고려된다(Huczynski & Lewin, 1980). 만약 학습자의 업무환경

이 새로운 지식, 기술 또는 태도를 적용하는 데에 호의적이지 않다면 학

습자가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노

력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

한 중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업무환경 요인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

을 미친다는 관점을 채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리더십 교육 관련 연구들

(박영용, 김진모, 2006; 박종선, 김진모, 2016; 이진화, 2009)이 다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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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요인보다도 교육훈련 전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는 상사지원을 주요 업무환경 요인으로서 다루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업 리더십 교

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

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 간 영향관계,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

이의 영향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 그리

고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영향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촉진하는 교

육훈련설계 속성들을 식별하고, 그 요인들은 업무환경 특성에 따라 어떠

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HRD, 특히 리더십 교육 프로

그램의 설계와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업무환경

설계 관련 실무와 연구에 기여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

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상사지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둘째,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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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가설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각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는

서로 간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1-1.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1. 사전정보 구체성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2. 교육내용 타당성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3. 참여적 교수방법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4. 강사능력은 학습 유의미성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5.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1. 사전정보 구체성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2. 교육내용 타당성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3. 참여적 교수방법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4. 강사능력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5.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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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3. 학습 유의미성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학습 유의미성은교육훈련 전이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전이효능감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2-1.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1. 사전정보 구체성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2. 교육내용 타당성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3. 참여적 교수방법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4. 강사능력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5.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1. 사전정보 구체성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2. 교육내용 타당성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3. 참여적 교수방법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4. 강사능력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5.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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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1. 사전정보 구체성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2. 교육내용 타당성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3. 참여적 교수방법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4. 강사능력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5.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상사지원은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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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계획된 활

동을 통해 조직 내 구성원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서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집합식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나. 교육훈련 전이
교육훈련 전이는 학습자가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를

업무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특

정 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에 이도형(1995)이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다. 교육훈련설계 속성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교육훈련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유효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교육훈련이 갖춘 전략 및 기법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서는 특정 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훈련 종료 직후에 연구자가 개발한 도

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교육훈련설계 속성 변인들의 조작적 정의

를 변인별로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정보 구체성
사전정보 구체성은 학습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요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담당자가 제공한 정보의 구체성 정도를 의미한다.

2) 교육내용 타당성
교육내용 타당성은 교육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된

정도를 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 일반적 원리 제시,

다양한 사례 제시를 포함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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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적 교수방법
참여적 교수방법은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여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도를 의미한다.

4) 강사능력
강사능력은 강사가 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히 진행한 정도를 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개별적 피드백 제공, 강사의 전문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5) 현업적용계획 수립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훈련이 종료되기 전 학습자

가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촉진한 정도를 의

미하며, 세부적으로는 전이목표 설정, 실천계획 수립을 포함한 개념이다.

라. 학습 유의미성
학습자가 경험한 학습활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훈련

종료 직후에 Nehari와 Bender(197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번안

및 재구성한 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전이효능감
전이효능감은 학습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기술, 태도

를 업무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특정 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훈련 종료 직후에

박종선, 김진모(2016)가 개발한 측정도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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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사지원
상사지원은 교육훈련 참가자들이 학습한 것을 현업에 적용하고자 할 때,

상사가 그들을 지원해주고 강화해주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에 Holton,

Bates와 Ruona(2000)의 측정도구를 박종선, 김진모(2016)가 번안한 측정도

구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편

의적 추출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즉, 기업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성이 높은 대기업으로 연구대상 기업 범

위를 한정하고,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한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간관리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무선적으

로 표집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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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가. 리더십과 리더십 교육
리더십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능력’으로 정의된다(황재일,

구자원, 2011). 또한, 교육이란 바람직한 상태로의 인간 행동 변화를 위

한 계획적인 노력이라고 정의된다는 점에서, 리더십 교육은 ‘지도자가 바

람직한 자질이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인 노력’으로 개괄

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종선, 2015).

리더십 교육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리더십 교육에서 교육의 목적 및 내용

이 ‘리더십’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종선, 2015).

리더십이 전 세계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

연구자들 역시도 리더십을 연구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리더십을 정의하려고 시도한 학자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리더

십 정의가 있다(Stogdill, 1974)’고 표현될 정도로 리더십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왔고, 리더십 정의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

반적인 합의나 의견일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Northouse, 2012).

이렇듯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점적으로 논의되었던 관점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0세기

초 리더십 연구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 리더의 특성을 밝히는 이른바 ‘위

인이론(Great Man Theory)’을 통하여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형성된 리더십 이론을 특성이론(Trait

Theory)이라 하는데, 이 이론에서는 위대한 리더들이 리더십을 타고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안성호, 김일석, 2010; Northouse, 2012). 1940년대부

터는 행동이론(Behavior Theory)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행동이론에서

리더의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습득되는 후천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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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보았다(강정애, 권순원, 김현아, 양혜현, 조은영, 태정원, 2015). 그

러나 언제 어디서나 효과적인 리더십의 발휘를 보장하는 보편적인 리더

의 특성과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1960년

대부터는 유능한 리더는 리더십을 다양한 상황적 요구에 적합하게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안성호, 김일석, 2010). 1980년대부터는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슈퍼리더십, 셀프리더십 등 리더의 특성과 행동, 상황을 통합하

는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Bryman, 1992). 2000년대

부터는 진성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블루오션 리더십, 유비쿼터스 리더

십, 챌린지 리더십 등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리더십들은

‘신조류 리더십(양봉희, 김동주, 박유진, 2013)’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리더십 교육은 리더의 지식과 기술, 능력, 기타 요소들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Day, 2000). Day(2000)에 의하면,

리더십 교육은 전통적으로 조직 구성원이 효과적으로 리더십 역할(roles)

및 절차(processes)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춰 왔는데, 여기에서 역할은 공식적/비공식적 권력위치(authority position)

를 의미하며, 절차는 성공적인 부서 및 조직의 수행을 촉진하는 절차를 의

미한다. 그는 이러한 접근법과는 다르게 당대 최근의 연구들이 리더십 개발

과 리더 개발의 개념을 분리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였는데, 리더 개발

이 개인 수준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는 교육인 반면, 리더십 개발은

리더와 부하직원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개념을 포함한다

는 점에서 더욱 통합적인 접근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면,

리더십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는 리더에게 주어진 개인적 직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역량 외에도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하는 대상과의 상호작용 역량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Yukl(2002)은 리더십 교육을 리더십을 개발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

로 보았는데, 그의 분류에 의하면 리더십 교육은 공식적 훈련(formal

training), 개발 활동(development activities), 자습활동(self-help activities)

중 공식적 훈련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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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리더십 교육 혹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방

식의 계획된 활동을 통해 조직 내 구성원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박종선, 2015).

나. 기업 리더십 교육의 특징
리더십을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로 이해한다면, 팔로워와 비교하였을 때

리더에게 기대되는 고유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비록 조직마다 리더의 역

할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공통적으로 리더는 자

신이 이끄는 단위조직이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적절히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특성에 따라 리더십 역량은 특정 직무의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 역량을 묘사하는 직무역량과 종종 비교되곤 하며, 우리나라

의 많은 기업을 비롯한 학교, 공공기관, 병원 등 다양한 조직들이 구성원들

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과 직무역량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더십 역량이 주로 구성원을 관리하는 스킬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리더십 교육은 대인관계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

(Day, 2000; Zeus & Skiffington, 2001). 특히 Day(2000)의 연구에서는 리

더의 개발과 리더십의 개발을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리더 개발이

리더 개인의 내면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리더십 개

발은 리더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을 구

분 및 비교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여 리더십 역량을 리더의 구성원

관리에 중점을 두는 역량이라고 이해한다면, 직무역량과 비교하였을 때

리더십 역량의 특징은 소프트 스킬(soft skills)로 이해하는 것이 유용하다.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이란 현업에서 활용되는 개인의 인지적․직업

적 역량이라 표현되는 하드스킬(hard skills)과 함께 활용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일종의 심리기술로, 대인관

계 스킬, 사회관계 스킬, 직업적성 등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

다(류청산, 2017). 류청산(2017)의 개념화에 따르면, 소프트 스킬과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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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의 결정적 차이는 역량의 속성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이다.

그에 따르면, 소프트 스킬은 인지적 역량과 정서적 역량의 공변량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드스킬은 인지적 역량과 신체적 역량의 공변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소프트 스킬은 하드스킬에 비해 정서적인 측면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교육의 맥락에서 보면, 리더십 교육은 직무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소프트 스킬의 함양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직무교육은 일반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역량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공장의 생산직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재료의

물성이나 기계의 활용방법 등 해당 직무를 기능적으로 해내기 위해 반드

시 이해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다루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리더십 교육

은 직무별로 필요한 기능적 역량들보다는 특정 직책, 특히 관리자가 자

신이 관리하는 단위조직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촉진, 구성원의 성장과

관리, 조직관리, 성과관리 등 단위조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데 필요한

관리역량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리역량들은

구성원 간 관계성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경향은 리더십의 개발은 리더

의 사회적 관계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서

는 관계인식 또는 관계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함을 제안한

Day(2000)와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논의를 모두 종합하면, 기업 리더십

교육은 직무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리더가 보유해야 하는 관계기술에 기

초한 인지적 역량 및 정서적 역량 향상에 더욱 초점을 두는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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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 전이
가. 교육훈련 전이의 개념 및 유형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전이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

과 기술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Goldstein

& Ford, 2002). 그간의 연구들은 교육훈련 전이의 개념을 학습으로 인한

행동변화(Noe & Schmitt, 1986), 직무 밖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직무에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정도(Newstorm, 1986), 학습되고

파지된 것의 유지 및 일반화(Baldwin & Ford, 1988) 등 다양한 표현을 통

해 제시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체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직무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 전이의 개념은 Thorndike와 Woodworth(1901)가 주창한 동

일요소설(Identical elements theory)에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반응을 만들어내는 기계와 같

아서 인간의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목표로 하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기

능, 그리고 영향을 받는 기능과 유사한 것들을 학습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이 전형적인 행동주의적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Judd(1908)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전이를 바라보았다. Judd(1908)는 학습한 것과 수

적합시키다행한 것의 내용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그 기저에 있는 원리가

동일하면 전이 수준이 높아진다는 동일원리설을 주창하였다. 이렇듯 두

연구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전이를 설명하지만, 모두 전이연구의 기원으

로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Lave, 1988).

교육훈련 전이의 개념이 기업 장면에서 부각된 것은 Nadler(1971)와

Kirkpatrick(1994)의 기여가 크다. Nadler(1971)는 교육훈련이 효과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전이를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러한 지원체제 중 하나로, 관리자들이 교육훈

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행동이 부하직원들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Kirkpatrick(1994)은 기업교육의 유효성에 대한 4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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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모형을 개발하였는데, 그중 3수준에 해당하는 행동평가가 교육훈련

전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기업에서 활용되는 교육훈련 전이 평가

는 Kirkpatrick(1994)의 평가모형에서 다루는 행동평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이진화, 2009), 이 행동평가가 바로 전이평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현영섭, 2004).

여러 학자들은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로부터 교육훈련 전이란 학습한

기술을 일터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가져왔으나, 교육훈련 전이는 다

양한 측면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ldwin과 Ford(1988)는 교육훈련

전이의 상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학습을 통해 배운 자료를 일반화

하여 직무에 적용하는 것, 학습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직무에 적용하고 유

지하는 상태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존 교육훈련 전이의 속성과 유사

하지만 그 속성을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박종선, 2015).

교육훈련 전이를 유형화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제시되어온 바 있

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근전이(near transfer)와 원전이(far

transfer)의 개념이다. Laker(1990)는 전이를 학습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학습한 것을 적용하는 근전이와 학습상황과 다른 상황에서 학습한 것을

적용하는 원전이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Tesluk, Farr,

Mathieu와 Vance(1995)는 교육훈련 전이를 교육훈련이 최초에 목표로

하였던 전이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전이(transfer)와 나아가 교

육훈련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은 업무환경에서도 교육훈련에서 습득한 행

동을 나타내는 일반화(generalization)로 구분하여 바라보았다.

한편, Salomon과 Perkins(1989)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이 실제 행동

으로 나타나게 되는 유형을 저도(Low-road)전이와 고도(High-road)전이

로 구분하였는데1), 저도전이는 교육훈련이 목표로 한 특정 행동을 수행

하는 전이를 의미하며, 고도전이는 의식적인 추상화를 통해 교육훈련을

1) 저도는 좁은 지역도로로, 고도는 고속도로 또는 비행기를 통한 여행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저도가 특정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상황
을 촉진하는 학습 또는 전이형태라면 고도는 특정 이론의 실천을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의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세세한 혹은 무관할 수도 있는 내용
을 최소화하는 학습 또는 전이형태를 의미한다(Pascual-Leone & Irwi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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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습득한 지식을 학습이 발생한 맥락과 다소 상이한 맥락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전이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근전이와 원전이의 개념

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리더십과 리더십 교육의 특성을 고

려하였을 때,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훈련 전이는 근전이와 원전이

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교육훈련 전이의 측정
교육훈련 전이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

술, 태도의 현업적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자료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수집해야 한다. 현업적용도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문

지, 인터뷰, 관찰, 자기보고서, 각종 기록문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박종

선, 2015; 정재삼, 2004).

교육훈련 전이의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Barksdale과 Lund(2001)는 교

육훈련 전이의 측정 방법을 측정에 투입될 노력에 근거하여 세 가지 강도

(intensity)의 측정 방법으로 구분하였다(<표 Ⅱ-1> 참조).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낮은 강도(low-intensity)의 측정도구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학습자

당사자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도록 하고, 보통 강도(moderate-intensity)

의 측정도구는 낮은 강도의 측정도구에 비해 넓은 범위의 응답을 고려하

여 자신의 행동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높은 강도

(high-intensity)의 측정도구는 현업에서의 행동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초점을 두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낮은 강도의 전이측정 도구 보통 강도의 전이측정 도구 높은 강도의 전이측정 도구

리커트 척도 활용 설문지
자유응답식 질문

정형화된 조사항목 진술
구조화된 체크리스트
구조화된 스크립트 이용
구조화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생산성
개인적 성취매트릭스
위장 쇼핑객
구조화된 관찰 체크리스트

자료: 박영용. (2006). 기업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전이와 영향요인. p. 26.

<표 Ⅱ-1> 교육훈련 전이 평가 강도별 측정도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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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이진화(2009)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 수행된 교육

훈련 전이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각 연구에서 사용된 교육훈련 전이 측

정도구의 유형과 활용빈도를 확인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측정도

구의 유형은 일반화된 단문항 전이 평가 도구, 일반화된 다문항 전이 평

가 도구, 행동관찰척도형 도구, 근전이/원전이를 구분한 행동관찰척도형

도구, 자기보고식 체크리스트와 행동관찰척도의 혼합으로 구분되었다. 이

러한 구분에 따라 측정도구의 활용빈도를 확인한 결과, 일반화된 다문항

전이 평가 도구가 85.9%로 압도적으로 빈번히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는 일반화된 도구가 교육훈련 전이라는 현상을 하나의 동일한

현상이라고 간주하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훈련 전이

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교육훈

련 전이의 개념을 달리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속성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교육훈련 전이는 교육현장이 아닌 현업에서의 행동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측정의 시기 또한 고려해야 할 주요 특징 중 하나이

다. 교육훈련 전이를 언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

는 찾기 어려운데, 많은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혹은 선행

연구의 측정 사례에 근거하여 측정시기를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Newstrom(1986)과 Saks와 Belcourt(2006)가 교육훈련 전이의 진행 양상

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Newstrom(1986)은 HRD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능력 개발 프로그램의 현업적용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는데,

그 결과 HRD 담당자들은 교육훈련 직후에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의

40%를 실무에 돌아가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6개월 후에는 학습

내용의 25%를, 1년 후에는 오로지 학습내용의 15%만을 실무에 돌아가

적용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한편, Saks와 Belcourt(2006)의 연구에서는

150개 기관의 교육훈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

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그 결

과, 62%는 즉시, 44%는 6개월 후에, 34%는 1년 후에 성공적으로 적용하

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종선(2015)은 교육훈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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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보다는 이른 시기에 학습의 감퇴(decay)나 재발(relapse)이 발생하

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그 감퇴가 교육훈련 직후부터 발생하여 지속적

으로 일어나는지, 혹은 교육훈련 직후부터 교육훈련 6개월 후 간에 전이

의 정점을 찍고 감퇴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그 해석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다. 교육훈련 전이 모형
이 연구는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교육

훈련 및 학습자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확인하

는 연구이기에, 교육훈련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메커니즘 또는 프로세스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시

사점을 제공한 모형들인 Kirkpatrick(1959, 1976, 1994)의 모형, Baldwin과

Ford(1988)의 모형, Thayer와 Teachout(1995)의 모형, 그리고 Bhatti와

Kaur(2010)의 모형을 고찰하였다.

1) Kirkpatrick(1959, 1976, 1994)의 모형
교육훈련의 결과로 학습자와 조직의 입장에서 어떤 효과를 얻게 되었

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Kirkpatrick이 1950년

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의 훈련개발학회인 ASTD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의 출판지에 발표한 논문들은 기

업교육의 평가에 대한 하나의 전형으로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과 현업 종사자들이 이 모형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Abemathy, 1997; Dick, 2002; Molenda, Pershing & Reigeluth, 1996;

Swanson, Holton & Holton, 1999), 4수준 평가모형으로 알려진 기업교

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접근은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여러 가지 변형

된 형태로 적용되어 오면서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정

재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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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patrick(1959, 1976, 1994)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반응-학습-행동-

결과의 네 가지 수준에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교육

훈련 성과는 위계성을 갖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Al-ammar, 1994), 각

수준에서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김진모(1997)가 제시한 예와 더불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반응(reaction): ‘교육훈련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만족했는

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느

낌과 만족도 측정

② 학습(learning): ‘교육훈련 참가자들이 어떤 지식과 스킬을 배웠는

가?’ 또는 ‘어떤 태도가 변화되었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원리,

사실, 기술 등에 관한 이해와 학습 정도를 측정

③ 행동(behavior): ‘교육훈련의 결과로 직무행동 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직무현장에서의 적용 정도를 측정

④ 결과(results): ‘교육훈련이 끝난 후, 질의 향상 및 양의 증가, 비용절

감 등과 같은 측면에서 어떠한 유형(tangible)의 향상된 결과가 있었

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

Kirkpatrick(1959, 1976, 1994)의 모형에서는 평가수준별 교육훈련 결과

(outcome)에 위계성이 있어 하나의 결과가 다음 수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김진모, 1997), 이러한 전제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지만(Alliger & Janak, 1989; Arthur,

Bennett, Edens, & Bell, 2003; Clement, 1982), 많은 연구들이 학습자의

반응과 학습, 행동, 결과가 서로 영향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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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ldwin과 Ford(1988)의 모형
Baldwin과 Ford(1988)는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

이 수행되었음에도 소위 ‘전이문제’라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하며, 교육훈련 전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Ⅱ-1] 참조). 그들의 모형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의 투입 요인으로는

피훈련자 특성과 교육훈련 설계, 업무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

에는 어떠한 것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Ⅱ-1] Baldwin과 Ford(1988)의 전이 프로세스 모형

자료: Baldwin, T. T., & Ford, J. K. (1988). Transfer of training: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p. 65.

그들의 모형에서는 교육훈련 설계는 학습 및 파지를 매개로 하여 교육

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피훈련

자 특성과 업무환경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학습 및 파지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들의 모형은 여전히 교육훈련 전이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모형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통용되고 있으며 현

재까지도 꾸준히 검증되고 있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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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모형에서는 교육훈련 투입요인들로 표현된 각종 교육훈

련 전이 영향요인 간 관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박종선,

2015). 이를테면 교육훈련 투입요인들은 상호 작용하거나 서로를 매개로

하여 교육훈련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또한 다양한 교육훈련

투입요인들은 학습 및 파지, 그리고 일반화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 또

는 그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모형에서는 이러

한 논의들이 고려되지 않고 교육훈련 투입요인과 교육훈련 성과의 관계

를 단순화하여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교육훈련 투입요인들이 어떠

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할 필요가 있다.

3) Thayer와 Teachout(1995)의 모형
Thayer와 Teachout(1995)은 기존 교육훈련 전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변인들 외에도 교육훈련 중 전이강화 활동(In-training transfer

enhancing activities)과 전이풍토(Climate for transfer)가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그림 Ⅱ-2] 참조). 그

들의 모형을 살펴보면, 모형의 왼쪽에 제시된 개인적 특성 요인들, 그리

고 현재 교육훈련에 대한 반응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현되었

다. 학습은 전이로 연결되고 전이는 곧 결과, 즉 직무성과로 연결되는 것

으로 표현되었는데, 그중 교육 후 자기효능감과 교육훈련 중 전이촉진

활동은 학습과 교육훈련 전이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소로 묘

사되었다. 한편, 전이풍토의 신호(cues)와 그로 인한 결과는 교육훈련 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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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Thayer와 Teachout(1995)의 교육훈련 전이 모형

자료: Thayer, P. W., & Teachout, M. S. (1995). A climate for transfer model. p. 5.

그들의 모형에서 눈여겨볼 점은 학습이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후 자기효능감과 교육훈련 중 전이촉

진 활동이 갖춰져야만 교육훈련 전이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

의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학습하고, 그로 인해 학습자가

교육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

능감이 고취되면 교육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교육 후 자기효능감이 학습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훈련 중에 적절한 전이촉진

활동이 일어나야지만 학습의 성과가 교육훈련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현업적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잘

습득할 방안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현업에 적용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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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hatti와 Kaur(2010)의 모형
Bhatti와 Kaur(2010)는 연구자들과 교육훈련 전문가들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

는 영향요인으로서 교육내용 타당성, 전이설계, 수행 자기효능감, 반응, 전이동기에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영향관계에 관한 가설적 모형을 제안하였다([그

림 Ⅱ-3] 참조). 그들의 모형을 살펴보면, 수행 자기효능감과 반응은 교육내용 타

당성과 전이동기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수행 자기효능감은 전이설계와 전이동기

를 부분매개하며, 전이동기는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림 Ⅱ-3] Bhatti와 Kaur(2010)의 교육훈련 전이 모형

자료: Bhatti, M. A., & Kaur, S. (2010). The role of individual and

training design factors on training transfer. p. 657.

그들이 제시한 모형의 맥락을 살펴보면, 교육훈련 설계의 질은 학습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의 감정은 교육훈련에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각 특성

간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그들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전이

분야에서 주요 교육훈련설계 속성으로 다루어지는 교육내용 타당성과 전이설계가

전이동기 및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행 자기효능감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된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수행 자기효능감의 개

념을 활용함으로써 그간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일

반적 자기효능감이 강조되어온(Bhatti & Kaur, 2010) 것과 달리 학습한 내용을 현

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효능감을 강조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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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설계 속성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교육훈련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이 갖춘 전략 및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훈련 전이

와 관련된 요인들을 교육훈련설계(training design), 피훈련자 특성(trainee

characteristics), 업무환경(work environment)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Baldwin과 Ford(1988)에서는 교육훈련설계 속성을 학습원리, 교보재의 계

열화, 직무와 연관된 교육훈련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속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도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학습자들이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현

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종선, 2015). 이와 관

련하여 교육훈련 전이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교육훈련설계 속성

이 전이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Arthur et al., 2003;

Cannon-Bowers, Rhodenizer, Salas, & Bowers, 1998; Kraiger, Salas, &

Cannon-Bowers, 1995; Warr & Bunce, 1995).

한편,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피훈련자 특성 및 업무환경에 비해 교육훈련

담당자의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Caffarella(2002)에 의하

면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교육훈련 설계자의 통제가 가장 높은

요인은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level 1)이며, 프로그램 참가자와 교육내용

(level 2)이 다음으로 높다. 한편, 피훈련자 특성 요인은 주로 학습자들의

내적인 심리상태, 혹은 개인적인 상황에 의한 동기적(motivational)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훈련 담당자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Russ-Eft, 2002),

업무환경 요인들 또한 각 학습자들의 상사, 동료, 또는 소속된 조직의 문화

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훈련 담당자가 이를 통제하기

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HRD 담당자에게 학습자의

교육훈련 전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

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박종선, 2015).

교육훈련설계 속성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는 다양하다. 그 예로, Baldwin

과 Ford(1988)는 다수의 실증연구들이 동일 요소(identical elements),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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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교수(teaching of general principles), 자극 다양성(stimulus

variability), 연습조건(various conditions of practice) 등 네 가지의 주요 학

습원리를 도입하여 교육훈련설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을 확인하고, 이 네 가지 요소로 교육훈련설계 속성을 유형화하였다. 이후

수행된 연구들은 Baldwin과 Ford(1988)가 제시한 이론기반의 유형화에서 나

아가 실무를 기반으로 교육훈련설계 속성 유형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Thayer와 Teachout(1995)은 교육훈련 내 전이촉진 활동(in-training

transfer enhancing activities)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전이모형을 제시하였는

데, 여기에는 자기관리 전략, 초과학습, 충실성(fidelity), 다양한 연습, 원리-

의미 연계(principles-meaningfulness), 자기관리 전략(self-monitoring cues),

전이실패 방지전략, 목표 설정, 최고경영진의 지지가 포함되어 있다. Saks와

Belcourt(2006)는 교육훈련설계 속성을 적용시기에 따라 교육 전, 교육 중,

교육 후 활동으로 유형화 한 바 있는데, 각 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살펴보면, 교육 전 활동은 학습자 참여(Trainee input and involvement), 학

습자 상사의 참여, 교육참여 정책, 학습자 준비 등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

으며, 교육 중 활동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교육 후 활동은 상사의 지

원, 조직적 지원, 책임(주: 학습자가 교육 종료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팔로우

업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 평가 및 피드백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최

근의 연구인 Alias, Ong, Rahim과 Hassan(2019)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설

계 속성을 교육내용, 교수방법, 강사능력으로 구분한 바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도형(1995)은 교육훈련설계 속성을 교육방법,

교육내용의 직무관련성, 강사의 자질, 피드백, 목표 설정으로 구분하였으며,

박영용, 김진모(2006)는 교육훈련설계 속성을 교육훈련 내용, 전이설계, 강사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정재삼(2011)은 선행연구의 고찰 및 분석을 통해서 기

업 리더십 교육의 전이를 촉진하는 설계전략들을 Holton과 Baldwin(2003)의

전이거리모형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도 박영용, 김진모

(2006)와 동일하게 교육훈련설계 속성을 교육내용, 전이설계, 강사능력으로

구분하였다. 박종선, 김진모(2016)는 교육훈련설계 속성을 교육내용 관련성,

자기관리촉진 교수전략, 동기부여적 교수진행으로 구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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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교육훈련설계 속성 중 실

제로 연구대상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선택적

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교육훈련설계 속성 유형화와 유사하게 교육내용 타당성, 참여적 교수방

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립을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여기에

더해서 Holton과 그의 동료들(1998; 2000), Saks와 Belcourt(2006) 등이

제시한 교육 전 활동 중 하나인 학습자 준비도를 사전정보 구체성의 개

념으로 다루도록 하여 이를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가. 사전정보 구체성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개인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Lynton & Pareek, 1990). 교육훈련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교육

훈련에서 학습할 내용과 사전에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

를 미리 제공하게 되면, 교육훈련 참가자의 불확신감(uncertainty)을 줄

일 수 있다(Robinson & Robinson, 1985).

교수․학습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교육에 참여하기 전에 학습자가

스스로 무엇을 학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Ausubel(1968)의 선행조직자의 개념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다. Ausubel은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때에 일어나는 낯설음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내용이 학습자의 선행지식과 연관되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

다. 정보처리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억체제는 주의를 기울일 환경자극

을 선택하기 때문에, 교육은 학습자의 주의가 학습되어야 할 관련 정보에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변영계, 2005). Ausubel(1968)은 이를 위해서 교육훈

련 전에 선행조직자(Advanced Organizer)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는데, 선행조직자란 본격적인 학습 전에 주어지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선수 자료를 의미하며, 교육훈련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인지

구조 내에 있는 관련 정착지식과 연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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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통해 바라보았을 때, 교육훈련 전에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사전에 인

지함으로써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돕고, 교육내용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여 학습과정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Hicks와 Klimoski(1987)는 교육 프로그램이 현실적인 프리

뷰를 제공하는 경우, 상투적인 교육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학습자들의

교육훈련 전이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현실적인 프리뷰의 예시로 워

크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산출물, 특정 주제에 관한 내용 및 그에 대한 사

전과제, 평가절차, 교육대상자, 그리고 워크숍 진행자와 장소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안하였다.

나. 교육내용 타당성
Berlo(1960)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바라보았을 때, 교육내용은 전

달자(Sender)로서의 교육 프로그램이 수용자(Receiver)로서의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Message)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교육내용은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교육내용 전달을 위

한 교수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한다고 해도 교육내용 자체가 타당하게 구성

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교육훈련 전이 관련 연구들에서는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예: 박영용,

김진모, 2006, 이진화, 2009; 현영섭, 2005; Baldwin & Ford, 1988;

Holton et al., 2000; Saks & Belcourt, 2006), 일반적 원리 제시(예:

Baldwin & Ford, 1988; Saks & Belcourt, 2006; Thayer & Teachout,

1995), 자극 다양성(예: 현영섭, 2005; Saks & Belcourt, 2006)의 개념을

통해 교육내용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내용의 업무관련

성은 교육훈련에서 다루는 내용이 직무에서 요구하는 바를 얼마나 잘 반

영하였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Devos, Dumay, Bonami, Bates &

Holton, 2007). 학습자들은 교육훈련이 자신의 직무경험이나 과업과 연관

되어 있을 때, 즉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 때 학습을 하려고 한다(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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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은 Thorndike와 Woodworth(1901)가 주창

한 동일요소설에 근거를 두는데, 그들은 교육훈련과 전이상황에서의 자

극과 반응 요소의 동일성이 커질수록 전이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hatti와 Kaur(2010)는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이 교육훈

련에 대한 학습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향상시키고 자기효능감을 강화함으

로써 교육훈련 전이 프로세스에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

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교육훈련에서 사용되는 내용과 교수방법, 교육상

황 등의 자극은 학습자의 직무상황과 유사할수록 교육훈련 전이가 극대

화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현영섭, 2004).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은 학습

자의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수차례 실증되어 왔다. 김진

모, 곽재덕, 이유진(2010)은 기업 교육훈련 전이 촉진을 위한 모형을 설

계하기 위해서 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기업 교육훈련 전이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였는데, 국내와 국외의 경우 모두 교육내용은 교

육훈련 전이에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 원리 제시는 교육훈련이 고차원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어떠한

일들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Machin & Fogarty, 2003). 학습자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스킬 뿐만 아

니라 이를 위한 교육내용의 근간이 되는 일반적 법칙과 이론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가 현업에 돌아가 교육훈련에서 학습한 내용을 직

접 적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McGehee & Thayer, 1961). 교육훈련에

서 일반적 원리에 대해 다루는 것은 교육훈련 전이를 설명하는 주요 이

론 중 하나인 Goldstein(1986)의 원리이론(Principles theory)에 의해 설

명될 수 있다. 원리이론에서는 학습자가 전이환경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

반적 원리를 학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원리이론에서는 전이

상황과의 유사성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교육훈련에서 다루는

내용들의 근거원리들(underlying principles)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을 설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육내용 관련성에서 다루어지는 동일요소

론과 상반되는 주장인데, 동일요소론은 주로 근전이의 속성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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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리이론은 주로 원전이의 속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

다. Baldwin과 Ford(1988)에 의하면, 교육훈련의 내용이 일터의 모습을

반영하면 할수록 더욱 성공적인 근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다르게 Goldstein(1986)은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스킬 및 행동

의 근간이 되는 원리와 개념, 가정들을 잘 이해할수록 더욱 성공적인 원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학습한 지식 및 기술의 근간

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면 이를 교육훈련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

또는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Yamnill & McLean, 2001).

Laker(1990)에 의하면, 원전이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능력의 개발(management

development)에 더욱 적용이 잘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Yelon과 Ford(1999)는 문제해결이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개방형 스킬을

교육할 때에는 일반적 원리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교육훈련에서 일반적 원리를 다루는 것은 특히 소프트 스킬(soft skill)의

전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극 다양성의 원리는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학습의 과정에서도 그만큼 다양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는 가정에 기

초한다. 이 개념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개념에 대한 다양

한 예들이 제공되면 학습자가 그 개념을 일반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학

습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극 다양성의 원리는 주요 전달방법을 강의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양한 사례의 제시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교육내용이

라도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여러 양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학

습자에 대한 자극을 다양화하는 논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Saks와

Belcourt(2006)는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자극과 경험의

다양성을 교육내용이 다루는 개념과 관련된 예시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교육내용의 실제 적용사례의 또는 실천경험의 다양한 예시로서 다루었

다. 교육 프로그램이 명료한 실례와 실제 조직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제시하는 것은 교육훈련이 학습을 넘어서 현업적용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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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데 기여한다(박영용, 2006). 학습한 내용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

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이 습득한 스킬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상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종합하자면, 교육내용은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 일반적 원리 제시, 다

양한 사례 제시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

서도 이러한 관점을 통해 교육내용 타당성의 개념을 다루도록 하였다.

다. 참여적 교수방법
교육훈련설계 속성에서 교육내용이 Berlo(1960)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에서 다루는 메시지(Message), 즉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대표한다고

한다면, 교수방법은 채널(Channel),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의 개념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수방법은 교육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가에 대한 방법에 관한 것이며, 교수방법에 따라 교육내용이 전달되는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성과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기업의 교육훈련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실

제적 수행 향상에 초점을 둔다(현영섭, 2004). 그러므로 기업교육 프로그

램은 Kirkpatrick(1959)이 제시한 교육훈련 성과 중에서도 학습자의 만족

도나 학습을 넘어 행동변화에 기여해야 하며, 교수방법도 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목표와 내용이 조직 내 리더로서 학

습자의 현실세계, 즉 현업에서 발현해야 하는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때 교육내용이 되는 리더십은 교육내용이 보편성이나 객관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적용형태가 다양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절대적인 지식의 존재에 대한 믿음 대신 학

습자가 학습한 내용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견해를

지지하는 구성주의적 교육철학(박성익, 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11)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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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은 인식의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가

정되는데, 이러한 가정에는 인식 주체의 능동성이 함의되어 있다. 즉, 지

식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교수전략은 다양한 문제상황 속

에서 지식의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할 기회

를 제공하며, 학습자가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식전달적 교수방법보다는 교사-학습자 간, 학습자-학

습자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교수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전성연, 2004). 이를 위해서 학습자의 학습환경은 학습자의 생각,

지식,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동료 학습자 간 혹

은 교사와 학습자 간 협동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강인애, 1998; Duffy & Cunningham, 1996; Lebow, 1993).

이와 관련하여 Langdon, Whiteside와 McKenna(2006)은 리더십 개발 프

로그램은 역할극 또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학습환경에서 리더십 역량을 연

습하고, 같은 경험을 지닌 동료들과 리더십을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습자가 직접 참여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렇듯 학습자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된 교육은 학습자의 반

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와 개념화(conceptualization) 능력을 촉진 및

개발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Kirkbride, Tang & Chaw, 1989)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

성을 높이는 핵심 교수전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를 직접 참여할 수 있도

록 설계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어, 교육훈련설계 속성으로서 교수방법의

수준을 참여적 교수방법의 활용 수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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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사능력
강사는 교육훈련의 맥락에서 학습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내용

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교육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육경험 그 자체로 대표될 수 있는 강사는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의 효과

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닌다. 이를테면 양질의 교육내용

을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수행자인

강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설계단계

에서 들인 노력이 수포가 될 공산이 크다.

강사능력은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강사의 교수능력을 의미하며, 주요 요

소로서 강사의 강의 진행 능력과 교육내용 전문성이 포함된다. 교육훈련

전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강사가 발현해야 하는 능력은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중 강사의 역할을 메신저로서 교육내용을 적

절히 전달하였는지, 또는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

은 강사가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를 충실히 따르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도 교육의 실행수준이 좌우될

수 있지만, 이러한 특성은 교육내용의 적절성 또는 교수방법의 적절성이

의미하는 바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자와 강사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가 많은 기업교육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보면, 교육내

용과 교수방법의 적절성 수준은 강사의 능력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사가 보이는 교육 운영자로서의 적합성 또는 수월성을 넘어

서서 교육의 효과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강사의 능력들이 따로 있는 것

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도형(1995)은 강사의 능력을 교육내용

또는 분야에 대한 강사의 전문지식 보유 수준과 교수스킬, 참여동기 유발

로 바라보았으며, 유성희(2013)도 이와 유사한 전문지식 보유 수준과 교

수스킬, 참여동기 유발과 더불어 강사의 활력과 열정, 강사의 준비도 등

으로 강사의 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Saks와 Belcourt(2006)는 교육

중 활동으로서 강사가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는가를 확인

하는데,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맥락에서 교육훈련 전이 및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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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한 박종선, 김진모(2016)도 이와 유사하게 참여동기 유발 능력 뿐

만 아니라 피드백 제공 여부도 강사의 능력의 개념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강사의 능력은 강사의 전문성

과 피드백의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개념

의 차이점을 논하자면, 강사의 전문성은 교육내용 및 분야 관련 전문성

과 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수 전문성, 이른바 강의스

킬로 이해할 수 있는 한편, 리더십 교육의 맥락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특

성과 행동, 현업에서의 상황 등을 학습자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학습자의 현업에 대한 맥락 전문

성에 기초한 개별적 피드백 능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별적 피드백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중요한데, 이는 수

차례 상기한 바와 같이 리더십은 학습자가 처한 현업상황마다 적용되는 양상

이 서로 다르므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들이 그간 자신의 행동이 어떠하

였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의 자기인식과 행동목표 수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교육훈련 장면에서는 이러한 확신을 제공하는 핵심주체가

강사이며, 강사가 학습자 개인의 지식과 행동이 적절하게 습득되었는지에 대

해 가이드해주는 것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관련 선행연구들은 피드백이 학습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피드백이 얼마나 적시에 제공되고 구체적인지가 그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예: Komaki, Heinzmann & Lawson, 1980;

Wexley & Thornton, 1972). 이러한 논의에 기초해서 이 연구에서는 강사능력

을 강사의 전문성, 개별적 피드백 제공의 개념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마. 현업적용계획 수립
현업적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학습자가 현업으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스킬을 실행해볼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하고(Machin & Fogarty, 2003), 이

러한 목표를 위해 어떠한 시도들을 해볼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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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학습자가 현업으로 돌아가서 학습한

내용은 발현하기 위해 상황별, 시기별로 어떠한 행동을 발현해볼 것인지

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청사

진을 제공한다. Wexley와 Baldwin(1986)은 학습자들의 시간관리 스킬의

유지 및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이목표를 수립하도록 하였는

데, 그 결과 전이목표 수립을 통해 교육훈련 후 전이가 향상되었다고 한

다. Tziner, Haccoun와 Kadish(1991)는 현업적용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

하는 것이 교육훈련 전이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업적용계획의 수립은 Kolb(1984)의 경험학습모형을 통해서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Kolb의 경험학습모형은 경험으로부터의 성찰을

통해 학습이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경험학습모형에서 학습

은 총 4단계를 걸쳐 순환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1)구체적 경험

(Concrete experience), 2)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3)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4)적극적 실험(Active experiment)이

그 단계이다. 경험학습모형을 통해 일어나는 학습의 단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게되면(구체적 경험), 그 경험을 해

석하고 반성하며(반성적 관찰), 그러한 관찰을 통해서 자신이 겪은 경험

의 의미를 일반화하기 위해 아이디어, 개념, 이론을 창출하고(추상적 개념

화), 새로이 형성된 추상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검증함으로써(적극적

실험)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

적 과정에서의 핵심은 학습자가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반성적으로 관찰하

고 이를 토대로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절차에 있다.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현업적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학습자가 기존 현업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도록 하고,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상황을 반영하여 리더십 행동

의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육내용의 내재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추

상적 개념화 단계에서의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Kolb의 경험학습모형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영섭(2004)은 Kolb의 경험학습모



- 38 -

형을 적용하여 기업교육의 학습전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연구

에서는 학습자가 기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된 지식과 관련한 변

형된 지식을 형성하고, 이를 현업에 적용하여 원전이가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Kolb의 경험학습모형과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주요 담론으로 한

다. 리더십 교육은 기계적인 행동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맥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학습한 내용의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원전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Kolb의 경험학습모형

은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훈련 전이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

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훈련 전이를 위한 적용계획을 수립한 학습자는 그렇지 않은 학습

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전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이

러한 적용계획이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며(Frayne & Latham,

1989; Gist, Stevens, & Bavetta., 1991; Tziner, Haccoun, & Kadish,

1991), 교육을 통해 새로 익힌 스킬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

및 일반화(generalization)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

다(Gist, Bavetta, & Stevens, 1990). 또한, 실제로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현업적용계획을 수립하

면서 학습자는 자신에게 잠재적으로 닥칠 수 있는 문제적 상황을 식별하

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현해야 하는 적절한 행동을 구상해볼 수 있다.

교육훈련 전이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내용의 현업적용을 위

한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는 전이목표 설정(예: Foxon, 1994; Saks &

Belcourt, 2006)과 실천계획 수립(예: 이도형, 1995; 정재삼, 2011)의 개념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이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이를테면 학습자가

현업에 돌아갔을 때 어떠한 리더가 되겠다는 다짐과 행동수칙을 형성하

는 것이라면,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어떠한 행동

을 발현해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이 연구에서는 전이목표 설정과 실천계획 수

립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업적용계획 수립을 다루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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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상사지원
가. 학습 유의미성

1) 학습 유의미성의 개념
학습 유의미성(Meaningfulness of Learning)이란 학습자가 경험한 학

습활동이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을 의미한다.

학습 유의미성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학교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는

데, 국내에서는 ‘수업의 유의미성 지각’이라는 용어로 그 개념이 설명되

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권 교육으로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으로 대표된다는 점과 기업교육 분야에서 수업

대신에 학습이라는 개념이 널리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 유의미

성’이라는 용어를 활용함으로써 그 개념을 다루고자 하였다.

학습 유의미성은 구성주의적 학습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

제이다. 구성주의적 학습관에 따르면 학습자가 습득한 정보에 대한 양적

평가보다도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를 언제/

어디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며, 학습자는 자신이 처한 맥락에 따라 학습한 것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

다(강인애, 1998). 즉, 학습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그것을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학습자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교육 분야에서 학습 유의미성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도 구성주의적

학습관에 따라 교육의 담론이 전환된 데에서 유래한다. 기존 교사중심의

지시적 수업체제에서는 교사가 설정한 준거에 따라 수업의 효과성과 효

율성을 평가하는 것이 교수학습 평가의 관행이었으며, 수업효과성의 척

도로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교사

중심 수업에서 학생중심 수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책임과 자기주도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수업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교육성과의 평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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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hari와 Bender(1978)는 교육성과의 평가에 있어서 교사보다는 오히

려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정당하고 중요한 평가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학습자들이야말로 자신의 지식과 이

해의 증진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나름의 위치와 자격을 지니고 있

으며,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동기와 태도의 변화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효과적인 수업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나름

의 기준을 토대로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다.

기업교육 분야에서 학습 유의미성을 다룬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몇몇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Svensson, Ellström과 Åberg(2004)

는 일터학습을 통해서는 학습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학습이 일어날 수 있으

며, 학습자는 그들이 습득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보았다. Tews와 Noe(2017)는 Kahn(1990)

의 직무몰입 개념을 교육훈련 장면으로 확장시켜 ‘훈련몰입’이라는 개념을 제

안했는데, 훈련몰입의 구성요소로서 안전감(Safety), 유용성(Availability)과

더불어 훈련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을 포함시켰다.

기업교육의 맥락에서 학습 유의미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업교

육에서는 교육유효성이 종사자의 직무수행 및 성과, 나아가 조직의 성과

로 나타나야 하는데, 교육유효성의 관점에서 기업교육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교육훈련 전이는 학습자가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실

제 자신의 업무에 적용해야 그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업 종사

자는 학습한 내용을 먼 미래가 아닌, 교육 직후부터 행동으로 발현시켜

야 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자신에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학습에 대한 의지도 낮아지며, 학습한 내용을 행동으로 발현하고

자 하는 노력은 적어질 것이다.

학습 유의미성은 특히 리더십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이

다. 리더십 교육은 제한된 소수의 상황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에 대한 명

확한 답을 제시해준다기보다는, 개방형 지식(open knowledge)을 전달하

는 교육으로서 학습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발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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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순히 교육에서 제공하는 지식을 습득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발현된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그 교육이 일터에서의 나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의

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행동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학습 유의미성의 측정
학습 유의미성은 상기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Nehari와 Bender(1978)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경험의

유의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업과정 평가, 인지적 학습, 행동적 학습,

정의적·개인적 학습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수업과정 평가 척도

(Course Valuing Inventory: CVI)를 개발하였다. 각 하위영역을 살펴보

면, 첫째, 수업과정 가치(Course Valuing) 영역은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

자들이 학습경험을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의미하고, 중요하며,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가를 측정한다. 둘째, 내용학습(Content Learning) 영역

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지식을 습득했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측정한다.

셋째, 개인적 학습(Personal Learning) 영역은 수업이 자신의 개인적 개

발을 도왔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측정한다. 넷째, 행동학습(Behavioral

Learning) 영역은 수업에서 학습한 대로 학생의 행동이 변화한 수준을

측정한다. 각 하위영역에서 측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수업과정 가치평

가 영역은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습 유의미성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네 가지 하위영역은 각각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

적 일치도는 각각 .92(수업과정 가치), .85(내용학습), .83(개인적 학습),

.77(행동학습)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김동엽(2000)이 이 도구를 우리

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과 맥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활용한 바

있으며, 이 도구를 이연숙(2002)과 송현숙(2002)이 각각 초등학생과 중학

생이 지각한 수업의 유의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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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ry와 Springer(2002)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인식한 수업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Gentry와 Gable(2001)이 기존에 개발한 도구인 MCA(My

Class Activities) 도구를 수정하여 고등학생용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도전감(Challenge), 선택권(Choice), 유의미성(Meaningfulness), 매력(Appeal)

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관련

된 요인은 유의미성이다. 유의미성에서는 학습주제와 활동이 학습자 개인에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측정하며, 척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

항의 내적일치도는 .84로 나타났다.

기업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만족도를 평가하면서 학습 유의미성의 내용을 전

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김가연(2011)은 Shin(2003)

이 사이버대학생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기업교육의

맥락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한 도구를 통하여 교육만족도를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교육만족도는 ‘본 과정을 학습하게 된 것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경험

이었다.’ 등 학습경험의 가치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연구가 다

루고자 하는 학습 유의미성과 그 의미가 유사하였다. 만족도의 척도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91로 나타났다.

기업교육의 맥락에서 학습 유의미성을 측정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직

업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 유의미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한 연구들

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Gilardi와 Guglielmetti(2011)는 학업과 일을 병행

하는 대학생들의 지속적 학업행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지속적 학업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학습 유의미성을 선정하였다. 그들의 연

구에서 학습 유의미성은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적일치

도는 .74로 나타났다. Kwakman(2003)은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일터학

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요인으로서 전

문가적 태도, 교육의 유용성 인식, 성취감 상실과 함께 학습 유의미성 인식을

설정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학습 유의미성에 관한 인식은 단일문항으로 조사

되었는데, 학습활동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를 1점(유의미하지 않았다)에서

4점(매우 유의미했다)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4점 척도에 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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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Nehari와 Bender(1978)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학습 유의

미성을 측정하였다.

나. 전이효능감
1) 전이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belief)을 의미하

며, Bandura(1977)의 사회학습 이론에 의해 발전된 개념이다. 자기효능

감은 인간의 행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로서 특정한 임무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근거하여

발생한다. 자기효능감 요인은 선택해야만 되는 요인, 장애물이나 실패 앞

에서 어떻게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지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Hutchinson, Follman, Sumpter & Bodner, 2006).

교육훈련 전이 관련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크게 학습자가 기

존에 갖고 있던 일반적 자기효능감(예: 정재삼, 2011; Baldwin & Ford,

1988)과 교육훈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자기효능감

(예: 박영용, 김진모, 2006; 박종선, 김진모, 2016; 송인숙, 권상집, 2017;

Holton et al., 2000)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후자의 경우 많은 연구들이 교

육 후 자기효능감(post-training self-efficacy)이라는 명칭을 활용하고 있으

며, 이 연구에서도 교육 후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서 자기효능감을 다루고

자 하였다. 그러나 다루고자 하는 개념과 별개로, 변인의 명칭을 선정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아닌, 교육훈

련 전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교육 후 자기효능감’이

라는 변인명을 활용하고 있지만, 교육 후 자기효능감의 명칭을 그대로 해석

하였을 때, 이는 반드시 ‘교육 후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의미

하지는 않으며, ‘교육 후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의미할 여지도 있다. 그러므

로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연구변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변인명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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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김성완, 김재훈(2002)이 활용한 ‘전이효능감’의

변인명을 통해 교육 후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다루고자 하였다. 전이효능감이

라는 명칭은 국내연구에서 활용한 예를 찾기 어렵지만, 국외연구에서는

Transfer Self-Efficacy(예: Dreer, Dietrich, & Kracke, 2017; Wang, Sun, Lee,

& Wagner, 2017; Washington, 2002)’ 또는 ‘Learning-Transfer Self-Efficacy

(예: Hung, 2016)’ 등, 자기효능감의 시기를 강조하지 않고 자기효능감의 목표

가 되는 교육훈련 전이를 강조한 명칭들이 종종 활용되고 있기에, 전이효능감

을 변인명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전이효능감은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이효능감이 형

성되는 시기는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비록

어떤 사람은 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전부터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자신감

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해당 교육훈련이 전달하고자 하는 교

육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자신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평

소 자신이 겪을 경험에 대해 갖는 자신감,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으로 이

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그간 다수의 연구가 전이효능감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구

명해 온 바 있지만, 그중에서도 Blume 외(2010)의 연구는 리더십 교육에

서 전이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들의 연

구에서는 교육훈련 전이 관련 연구들에 관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전이효능감의 영향력 크기는 폐쇄형 스킬(closed

skills)에 대해 다루는 교육훈련에서보다(=.06) 대인관계/리더십 스킬에

대해 다루는 교육훈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전이효능감은 직무교육보다도 리더십 교육의 교육훈련 전

이를 촉진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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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이효능감의 측정
교육훈련 전이 관련 연구에서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 교육 후 자기효능감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측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육훈련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것이다. 김명희(2010), 장선혜(2017) 등의 연구에

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자

신감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둘째, 교육훈련의 결과로부터 비롯된 자기효능감, 즉 전이효능감을 측

정하는 것이다. 곽대영(2006), 권용주, 신정하(2006), 박영용, 김진모(2006),

최창환, 정철영(2008), 한안나(1999) 등 비교적 많은 수의 연구에서는 교

육훈련 후에 교육훈련에서 습득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

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교육훈련 전이에 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교육 후에 생기는 현업적용에 대한 자신

감을 의미하는 전이효능감의 개념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다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서 활용되는 방식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

며, 그중에서도 김성완, 김재훈(2003)의 측정도구를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의 맥락에 맞게 수정한 박종선, 김진모(2016)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전이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다. 상사지원
1) 상사지원의 개념
상사지원은 상사가 개인에게 교육 후에 수행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것,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교

육받은 것에 근거한 현실적 목표를 제시해주는 것,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

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 새로운 능력을 성공

적으로 잘 적용한 개인에게 피드백을 주는 상사의 일련의 관여 등이 포

함된다(박영용, 2006; 최상전, 2008). Huczynski와 Lewin(1980)은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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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이후의 상급자의 계속적인 후원 등 상급자의 관리스타일이 교육훈련

전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동배(2007)의

연구에서도 상사의 지원이 교육훈련 종료 후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Noe(1986) 역시 현업에서의 실행기회와 동료 및 상급자로부터

피드백과 강화가 교육훈련 전이에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상급 직원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신입 및 하급직원에 전달하고 지도

함으로써 신입 및 하급직원의 업무 적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학습자가 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조직의 목적 달

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상사지원

은 교육훈련 전이 성과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Brinkerhoff와 Montesino(1995)는 교육훈련 참가자들이 교육내

용을 실제 직무에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상급자의 후원적 역할의 중요성

을 시사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훈련 전이 수준이 높은 교육훈련 참가자 집단은 교육훈련 전이 수준이

낮은 교육훈련 참가자 집단에 비해 교육훈련 사전과 사후에 상급자들이

학습을 독려하고, 책임감 고취시켜주었으며, 교육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내 단일기업의 단일 교육 프

로그램에 참여한 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종인(1998)의 연구결과에서

는 교육훈련참가자의 업무환경으로서 조직분위기가 교육훈련 이후 전이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상급자의

목표설정과 상급자 및 동료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전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부하직원의 학습에 대한 상사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구분

되는 개념으로서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상사의 지원 수준에 초점을

맞추었다. 상사지원은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환경 변인 중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들에서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Burke &

Hutchins, 2007). 이는 조직의 맥락에서 상사는 학습자에게 중요한 영향력

을 미치는 환경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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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사지원의 측정
국내 교육훈련 전이 관련 연구에서 상사지원을 측정함에서는 Holton과

그의 동료들(Holton et al., 2000, Yaghi, Goodman, Holton, & Bates,

2008)이 개발한 LTSI의 상사지원 측정도구를 활용하거나(예: 강여진, 정

재화, 2010; 박윤희, 2013; 박종선, 김진모, 2016; 배을규, 장민영, 김대영,

2009 등), Enos와 그의 동료들(Enos, 2001; Enos, Kehrhahn, & Bell,

2003)이 개발한 상사지원 측정도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예: 김진모, 이

진화, 길대환, 2006; 박영용, 김진모, 2006; 이찬, 정보영, 이재은, 2013).

Holton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LTSI 중, 가장 최근의 버전인 LTSI

version 3을 번안한 정재만(2009)의 문항을 살펴보면, 상사지원은 총 3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 상사는 내가 교육과정에

서 학습한 것을 업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점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

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준다”, “내 상사는 내가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것을 적

용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져준다”, “내 상사는 내가 교육과

정에서 학습한 것을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이 있다 .LTSI version 3에는 상사지원 외에도 상사재제를 측정하는 3개 문

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내 상사는 내가 교육과

정에서 학습한 것을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등의 문항들로

작성되어 있어, 상사지원의 반대되는 개념을 담고 있다.

Enos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측정도구는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그중 일부를 번안한 박영용, 김진모(2006)의 일부 문항을 살펴보면,

“나와 나의 상사는 내가 교육받은 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LTSI가 확인하고자 하는 바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Holton 외(2000)의 측정도구를 번안한 박종선, 김진모

(2016)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상사지원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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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훈련 전이와 관련 변인 간 관계
가.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피훈련자의 특성, 업무환경과 더불어 교육훈련설계 속성을 교육훈련 전이

촉진의 주요 요인임을 강조한 Baldwin과 Ford(1988)의 기여로 인해 이후

교육훈련설계 속성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가 다

수 수행되어 왔다. 여기에서는 이 연구의 연구변인으로 설정한 교육훈련설

계 속성인 사전정보 구체성, 교육내용 타당성, 참여적 교수방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립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친 영향을 실증한 연구들을 살펴

봄으로써 교육훈련 전이와 교육훈련설계 속성의 관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사전정보 구체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Holton과 그의 동료들(1998; 2000)는 교육훈련 전이의 촉진을 위해 학

습자가 갖춰야 할 주요 특성으로 학습자 준비도(learner readiness)의 개

념을 다루었다. 학습자 준비도란 개인이 교육훈련에 입교하고 참여할 준

비가 갖춰진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개발한 LTSI(Learning Transfer

System Inventory)에서는 학습자가 교육훈련 전, 자신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을 갖고 수행되는지, 그러한 목적이 학습자의 업무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수준으로 측정

하였다. Kirwan과 Birchall(2006)은 LTSI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전이 모형

을 검증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습자 준비도가 학습자의 전이동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Payne, Flynn과 Whitfield(2008)의 연구에서는 높은 교육훈련 전이 수

준을 보이는 학습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떠올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교육내용을 적용하도록 동기화되었다

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가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스스로 교육훈련의 결과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

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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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ton, Bates, Ruona와 Leimbach(1998)가 학습자 준비도를 교육훈련

전이를 위한 주요 학습자 특성으로 강조한 이래로, 학습자 준비도가 교

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관계를 구명한 연구가 이전보다 비교적 활발히 일

어난 것으로 보인다. Chang과 Chiang(2013)은 학습자 준비도, 전이동기,

전이여력(Personal capacity to transfer), 수행 자기효능감 등 학습자 특

성이 교육훈련 전이-수행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그중에서

도 전이동기와 더불어 학습자 준비도만이 그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보

고한 바 있다. Bhatti와 그의 동료들(2013; 2014)은 학습자 준비도가 전

이동기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

고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진모(1997)가 학습자가 보유한 교육 프로

그램 관련 사전정보량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고, 이후 LTSI를 활용한 연구로 한안나(1999), 정재만(2009) 등이 학

습자 준비도가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은 LTSI를 활용하여 학습자 준비도가 교육훈

련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연구에 따라 그 영

향력이 유의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학습자 준비도가 교육훈련 전이에 부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

과를 종합하면, 사전정보 구체성은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교육내용 타당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교육내용 타당성은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져 온 변인 중 하나일 것이다.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의 교육요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내용의 유의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개

념, 용어, 사례들은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Alias et al., 2019).

학습자들은 자신의 현재 직무경험이나 과업과 연관된 교육내용을 보다

의미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내용의 타당성은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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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전이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내용은 교육훈련의 목표를 구체적

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교육목표를 충실히 반영할 때 긍

정적인 교육훈련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Bramley(1991)는

교육과 직무 간의 공통요소가 많을수록 교육훈련 후 업무성과가 향상된다

고 하였으며, Alliger, Tannenbaum, Bennett, Traver와 Shotland(1997)는

참가자가 교육훈련의 내용이 실용적이라고 인식할 때 이를 실무에 더욱 적

절히 응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공민영, 김진모(2008), 곽지

훈, 김진모(2007), 정재만(2009) 등이 교육내용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내

용은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참여적 교수방법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유형으로써의 교수방법은 교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유

형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

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도 구성주의적 관점의 교육철학 개념을 통해 설명이

용이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적 교수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훈련 전이를 유의하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방법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실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몇

몇 연구들은 교수방법에 따른 교육훈련 전이의 비교를 통해 교수방법에 따라

교육훈련 전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Burke와

Hutchins(2008)는 교육훈련 담당자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양적 데이터로 코

딩하여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교육훈련 우수사례들(best practices)의 특

성을 조사하였는데, 139명의 응답 데이터 중 9%에 해당하는 21명의 응답 데

이터에서는 롤플레잉이나 소그룹 활동, 협동학습 등 학습자가 직접 참여해서

상호활동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한다고 응답하였다.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반응, 학습, 행동,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Lacerenza, Reyes, Marlow, Joseph과 Salas(2017)는 정보전달만으로 구성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시연(demonstration)과 연습(practice)이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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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된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들의 학습과 교육훈련 전이를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참여적 교수방

법은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4) 강사능력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강사능력은 교육훈련의 학습 및 전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

인으로 제시되어 왔으며(Goldstein, 1993), Broad와 Newstrom(1992)은

교육훈련에서 학습자의 학습과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강사의 활동지침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교육훈련 전이에 관한 강사능력의 영향관계 실증연구들은 주로 국내에

서 많이 수행되어왔다. 윤현진, 윤관식, 이병철(2012)은 Baldwin과

Ford(1988)의 교육훈련 전이 모형을 토대로 학습자 특성요인과 교육훈련

설계 요인, 업무환경 요인이 과학기술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만

족도, 학습,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강사능력

은 전이설계와 더불어 만족도와 학습, 전이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적인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희(2013)는 개인적 특성과 프로그램

특성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도 프

로그램 특성 중에서는 강사능력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외에 임효창, 박경규(1999)의 연구에서 교

육훈련 실시자의 교수능력에 대한 교육훈련 참가자의 평가와 교육훈련

전이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창환

(2008), 박귀찬(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강사능력이 학습전이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를 종합하면, 강사능력은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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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업적용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Holton 외(1998)는 교육훈련의 설계가 교육훈련에서의 학습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서 학습된 내용이 직무상황에서 더욱 잘 전이될 수 있도록 촉

진하는 전이설계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전이설계란 학습자

가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복귀한 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에 인

식하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가 현업에서 교육

내용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시켜주기 때문에, 전이설계는

학습자의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수행 자기

효능감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기도 한다(Bhatti & Kaur, 2010).

이렇듯 학습자가 스스로 현업적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

의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Valeda, Caetano,

Mechel, Lyons와 Kavanagh(2007)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한

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윤현진 외(2012), 이진화(2009) 등

이 전이설계가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교육훈련 전이

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전이효능감은 교육훈련에서 전달한 교육내용의 현업적용에 대한 학습자

의 자기효능감 인식으로,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 그 근간을 둔다.

그의 이론에서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를 특정 목적에 따라 수행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을 의미하며, 교육훈련의 맥

락에서 자기효능감은 교육훈련 관련 변인과 학습 수행 또는 성과를 매개하

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진다(Salas & Cannon-Bowers, 2001).

Salas와 Cannon-Bowers(2001)에 의하면, 학습자는 교육 전에 자기효

능감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나, 교육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이 향

상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Thayer와 Teachout(1995)는 교육훈련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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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뜻하는 ‘교육훈련 전 자기효능감’과 교육훈련

후 업무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 즉 이 연구에서 다루

고자 하는 전이효능감과 동일한 개념인 ‘교육훈련 후 자기효능감’에 대한

비교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교육훈련 후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교육훈련

전이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실증하였다. 교육훈련 전이와 전이효능감 간

의 관계는 국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실증된 바 있으며(이찬, 최영준,

백지연, 2013; 임효창, 박경규, 1999; 정완영, 이민세, 지용익, 김찬중,

2013; 채진, 2016; 한안나, 1999), 특히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전이 관

련 연구들(박귀찬, 2010; 박영용, 김진모, 2008; 이진화, 2009)로부터도 자

기효능감은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주요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Haccoun과 Saks(1998)은 학습의 성과가 이러한 교육 후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이 자기효능감은 학습성과와 교육훈련 성과를 매개함을 제

안하였다.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자는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지식

은 교육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학습자들의 자신감 원천이 된다는 논의

이다. 몇몇 연구들이 이러한 논리를 지지하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실증

해왔다. Mohamad와 Osman(2017)은 교육훈련의 결과로 얻은 학습자의

지식, 기술, 태도가 학습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육 후 자기

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하였는데,

그 결과 교육 후 자기효능감은 학습과 행동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유사하게 Zhao와 Namastivayam(2009)은 학습과 교육내용이

목표로 하였던 행동에 대한 행동의도, 즉 전이의도의 관계에서 교육 후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짐을 실증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

면 교육 후 자기효능감이 학습과 교육훈련 전이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기

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기한 논리에 더해서, 학습은 교육훈련설계 속성의 수준에 의해 좌우

될 수 있다. Baldwin과 Ford(1988)의 전이모형을 통해서 교육훈련 전이

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및 파지를 촉진하는 주요요인으로 피훈련자 특

성, 교육훈련 설계, 업무환경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교육훈련 설계는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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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육훈련설계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그림 Ⅱ-1]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학습자

의 학습, 그리고 학습을 매개로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를 지지하는 실증결과를 보

고하고 있다(예: 윤현진 외, 2012; Holton et al., 1998).

이와 유사한 논리로, 교육훈련설계 속성이 교육 후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친다는 논의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Bhatti와 Kaur(2010)는 잘

설계된 교육내용과 전이설계는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의 원천이 된다는 점

에 초점을 두고, 교육내용 타당성과 전이설계가 교육 후 자기효능감과

전이동기를 차례로 매개하여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개

념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Ⅱ-3] 참조).

그로부터 4년 후, Bhatti 외(2014)는 이러한 개념모형을 반영한 교육훈

련 전이 모형을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바 있으며, 연구모형을 살펴보

면 [그림 Ⅱ-4]와 같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설계 속성 중 전이

설계는 수행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전이동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교육내용 타당성도 수행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전이동기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며, 수행 자기효능감은 전이동기를 매개로 교육훈련 전이

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 이 세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전이효능감

을 토대로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각각 학습과 전

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은 전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 및

전이효능감은 각각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변인 간 영향관계

를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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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Bhatti 외(2014)의 교육훈련 전이 모형

자료: Bhatti, M. A., Ali, S., Isa, M. F. M., & Battour, M. M. (2014).

Training transfer and transfer motivation: The influence of individual,

environmental, situational, training design, and affective reaction factors. p. 66.

여기에 더해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통해서 리더십 교육 프로

그램의 경우 지식, 기술, 태도 등의 객관적 습득을 대표하는 학업성취도의 개

념에서 벗어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이 학습자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

는가에 대한 인식수준인 학습 유의미성을 통해 학습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학습 유의미성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lliger 외(1997)는 교육훈련에 대한 실용

성 반응을 교육훈련 내용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교육훈련 참가자의 반응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러한 교육훈련 내용이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내용을 충분히 학습하여

학습량이 증가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직무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교육훈련

전이의 수준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임효창, 박경규, 1999). 이와 관

련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정서적 만족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의 유용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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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다루면서 반응을 측정한 연구들에서도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반응 간의 영

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박재환(2015)은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직무 연관

성과 강사의 전문성이 교육훈련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으며, 황보준(2016)는 교육내용의 타당성과 교육방법의 질적 수준으로 구

성된 교육특성이 교육훈련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 교육훈련 전이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chin과 Fogarty(1997)는 10학년 이상의 중등교육 학습자부터 고

등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전이동기 및 상황적 제약요인들이 전

이의도와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연구를 통해서 교육훈련

에 대한 반응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

련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이 교육 후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53, p<.001), 교육 후 자기효능감은 전이목표

에 대한 몰입(Commitment to trnasfer goal)을 매개로 하여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Baron과 Morin(2010)은 관리적 소프트 스

킬(soft-skills) 교육에서 교육훈련설계 속성(경영진의 코칭)과 개인적 특성

(유용성 반응, 학습목표 지향, 정서적 조직몰입), 상황적 특성(업무환경 지원),

교육 후 자기효능감, 과업수행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유용성 반응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연구모형의 검

증 결과 유용성 반응이 다른 어떠한 변인들보다도 교육 후 자기효능감을 매

개로 하여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서 이 연구에서는 [그림 Ⅱ-5]와 같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가설적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분석 및 검증하도록 하였다.

[그림 Ⅱ-5]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론한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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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이효능감, 교육훈련 전이 및 상사지원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전이와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의 관계에

서 상사지원이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앞서 고찰한 변인 간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가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전이와 상사지원 간 관계, 그리

고 교육훈련 전이와 전이효능감 간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에 관

해 살펴본 선행연구를 추가로 고찰하고자 한다.

Harris와 DeSimone(1994)의 연구에서는 기업 내의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이

해하기 위한 행동모델이 제시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이 보유한 동기, 태도, 지식,

기술, 능력과 같은 내적요인은 상사, 동료, 조직 등을 포함한 외적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인행동 및 조직행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훈련의 경우에서도 교육 참가자의 행동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식, 기술, 혹은 태도의 증진에 조직구성원의 외적요인 즉 상사, 동료, 조직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훈련 전이 관련 연구에서는 학습과 전이에 영향을 주는 업무환경 특

성으로 일반적으로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조직의 지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요인들은 학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이에 대한 지

원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김성환, 김재훈, 2003). Huczynski와 Lewin(1980)

은 교육훈련 이후의 상급자의 계속적인 후원 등 상급자의 관리스타일이 교

육훈련의 전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Neo(1986)역시 교육내용의 작업현장에서의 실행기회와 동료와 상급자로부

터의 피드백과 강화가 교육훈련 전이에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상사지원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박영용(2006)은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

가자들의 교육훈련 전이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 상사지원이 교육훈

련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동료지원, 변화가

능성, 상사지원을 포함하는 업무환경 요인 중에서도 상사지원만이 유일

하게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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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는 역시도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들

의 근전이 및 원전이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에서 상사지원이 근전이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박윤희(2013)는 지역 교육훈련기

관의 핵심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들 중, 자발

적으로 참여한 근로자들에 한해서만 상사지원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근로자들의 경우 상사

지원은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상사지원이 교육훈련 전이와 전이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근거

를 제공하는 연구로 곽대영(2006), 유성희(2013)의 연구를 확인할 수 있다.

곽대영(2006)은 여행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요인과

학습자 특성요인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업무환경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상사 및 동료의 지원이 전이

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희

(2013)는 서비스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설계 속성이 교육훈련 전

이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전이특성의 매개효과와 조직상황적특성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전이효능

감의 개념과 유사한 전이능력과 더불어 전이동기, 전이기대를 포함하는 개

념인 전이특성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이 상사지원 및 조직분위기

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집단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연구결과로 전이특성은 상사지원

및 조직분위기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록 다집단분석 방법의 특

성 상 그의 연구에서 상사지원 및 조직분위기가 조절변수로 투입되었을 때

의 모형의 설명력 변화량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상사지원 및 조직분위

기가 높은 집단(=.422, p<.001)과 낮은 집단(=.184, p<.001)에서 전이특성

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력에 충분히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전이와 학습 유의미

성, 전이효능감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은 교육훈련 전이와 전이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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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Ⅲ-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

성하였다. 연구모형에 따르면, 첫째,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학습 유의미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학습 유의미성은 전이효

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

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교육훈련설

계 속성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

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상사지원은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조절한다.

[그림 Ⅲ-1]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훈련 전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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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육대상자들의 교

육훈련 전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체적으로 리더십 교육 프

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야 했는데, 이러한 기업의 목

록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안적으로 자체 리더십 교육체계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대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기업의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발표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을 확인하였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공시 대상기업집단 목록에 속한 60개의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1,332개)으

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자산총액에 따라 열거하면 <표 Ⅲ-1>과 같다.

순위 기업집단명
소속
회사수

자산총액
(공정자산)

순위 기업집단명 소속회사수
자산총액
(공정자산)

1 삼성 62 399.5 17 엘에스 48 21.0

2 현대자동차 56 222.7 18 대림 27 18.7

3 에스케이 101 189.5 19 에쓰-오일 3 15.2

4 엘지 70 123.1 20 미래에셋 38 15.0
5 롯데 107 116.2 21 현대백화점 28 14.3

6 포스코 40 79.7 22 영풍 24 12.3

7 지에스 71 65.0 23 대우조선해양 5 12.2

8 한화 76 61.3 24 한국투자금융 30 12.0

9 농협 49 58.1 25 금호아시아나 26 11.9

10 현대중공업 28 56.1 26 효성 52 11.7
11 신세계 39 34.1 27 오씨아이 21 11.3

12 케이티 36 30.7 28 케이티앤지 9 11.0

13 두산 26 30.5 29 케이씨씨 17 11.0

14 한진 28 30.3 30 교보생명보험 14 10.9

15 씨제이 80 28.3 31 코오롱 39 10.8

16 부영 24 22.4 32 하림 58 10.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 4.). 보도자료.

<표 Ⅲ-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목록(2018년 기준)



- 61 -

이러한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중, 연구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비즈

니스 중심 리더십이 강조되는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여 현장에 유용한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 대상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중간관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술적/사전적으로 합의

된 바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즉 최고관리자로 이해할 수 있는 경영진/임원진을 제외하고 특정 단위조

직의 장(張)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을 가진 조직구성원을 중간관리

자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둘째, 가능한 다양한 단위 조직(예를 들어, 사업부, 부서 및 팀)의 학습

자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교육훈련 전이 연구에서는 일

반화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전이를 연구하면 프로그램의 특성, 시점 등을 고려할 수 없어

특수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특정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면 일반적인 전

이 양상을 대표하지 못하여 일반화의 문제가 발생한다(박종선, 2015).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다양한 직무 및 단위조직에 소속된 학습자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셋째, 내용적 측면에서 대인관계나 커뮤니케이션 등 단위조직의 리더로서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soft skills)에 관한 내

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이는 리더십의 개념

에서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Day, 2000)과, 업무분야

나 내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적(intangible)

스킬이 리더에게 요구된다는 점(Crosbie, 2005)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A사, B사, C사, D사 등 4개 기

업의 4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사와

C사, D사는 그룹연수원으로, A사와 C사는 그룹 계열사의 신임 팀장 대상

리더십 교육 각 1종을, D사는 그룹 계열사의 신임 시니어팀장 및 주니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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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상 리더십 교육 각 1종, 총 2종을 운영하였다. B사는 사내 팀장을 대

상으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둔 리더십 교육 1종을 운영하였다.

기업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표 Ⅲ-2>와 같다.

기업 A사 B사 C사 D사

대상 신임팀장 팀장 신임팀장 신임시니어팀장 신임주니어팀장

주요
내용

- 리더의 R&R
- 그룹경영철학
- 네트워크
- 구성원 이해
- 성과관리
- 리더십 성찰

- 구성원 이해
- 팀커뮤니케이션

- 그룹경영철학
- 성과관리
- 팀커뮤니케이션
- 팀다이나믹스

- 그룹경영철학
- 조직관리
- 미디어 대응
- 성과관리

- 그룹경영철학
- 리더의 R&R
- 팀커뮤니케이션
- 미디어 대응

일정 3박 4일 1박 2일 4박 5일 1박 2일 1박 2일

운영
차수

2차수
(약 30명/차수)

6차수
(약 40명/차수)

5차수
(약 100명/차수)

1차수
(약 30명/차수)

3차수
(약 40명/차수)

<표 Ⅲ-2> 연구대상 기업 및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요

3. 측정도구
가. 측정도구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총 9개 변인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3개 변인(교육훈련

전이, 전이효능감, 상사지원)은 국내 선행연구에서 개발하였거나 국외 도

구를 번안 및 재구성한 도구를 원용하여 측정하였고, 1개 변인(학습 유

의미성)은 국외 도구를 번안하고 해당 변인의 개념을 측정하기에 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교

육훈련 설계 속성과 관련된 5개 변인(사전정보 구체성, 교육내용 타당성,

참여적 교수방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립)의 경우 선행연구의 측정

문항을 참고하여 각 변인의 개념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문항

들을 선정하여 이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한 문항들을 활용하거나,

적절한 측정문항이 없는 경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념의 속성을 참고

하여 연구자가 문항을 작성하는 형태로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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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국내 연구자가 번안하거

나 재구성한 측정도구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2명

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토하여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국외 측정

도구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도구의 경우, HRD 분

야 박사 2명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우선 검증받고, 이후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아 설문조사

에 활용하였다([그림 Ⅲ-2] 참조).

연구 변인

국내 측정도구 국외 측정도구
선행연구 기반
측정도구 개발

- 교육훈련전이
- 전이효능감
- 상사지원

- 학습유의미성

- 사전정보구체성
- 교육내용타당성
- 참여적교수방법
- 강사능력
- 현업적용계획수립

ㅣ
ㅣ
ㅣ
원ㅣ용

ㅣ
ㅣ
ㅣ
↓

ㅣ
번안및ㅣ 재구성

↓
ㅣ

도구ㅣ개발
↓

내용타당도 검토
- HRD 분야 박사

↓ ↓
안면타당도 검토

- 교육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 ↓ ↓

설문조사

[그림 Ⅲ-2] 측정도구 검증 및 타당화 절차

나. 변인별 측정도구
1) 교육훈련 전이
교육훈련 전이는 이도형(1995)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이도형(1995)은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Baldwin과 Ford(1988)의

전이모형에 기초하여 피훈련자 특성, 훈련 설계, 작업 환경, 학습 및 전

이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

고, 교육훈련 전이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 4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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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측정에 활용하였다. 이도형(1995)의 교육훈련 전이 측정도구는

9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종사자

816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53으로 나타났다.

이도형(1995)의 도구는 곽지훈, 김진모(2007), 임효창, 박경규(1999), 최

창환, 정철영(2008) 등의 연구에서도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도형(1995)의 도구를 활용한 상기 연구들의 측정

방법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전이를 측정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전이를

측정하는 문항의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은 결과, 문항들은 리더십 교육 프

로그램 참가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으

로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적

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표 Ⅲ-3> 참조), 문항의 요인적재치

는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교육훈련 전이를 적절히 설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3], <표 Ⅲ-4> 참조). 측정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795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2.536 ≤ 3 Hu & Bentler(1999) 적합
RMR .010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91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91 ≤ .90 Bentler(1989) 적합
TLI .974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91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074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괜찮음

<표 Ⅲ-3> 교육훈련 전이 측정도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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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교육훈련 전이 측정모형 및 요인적재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 )
유의수준
(p)B s.e.

교육훈련전이1 → 교육훈련전이 1.000 .847

교육훈련전이2 → 교육훈련전이 .790 .071 .722 <.001

교육훈련전이3 → 교육훈련전이 .789 .089 .584 <.001

교육훈련전이4 → 교육훈련전이 .734 .066 .685 <.001

<표 Ⅲ-4> 교육훈련 전이 측정도구 문항의 요인적재치

2) 교육훈련설계 속성
(1) 설문문항 개발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설계 속성으로 사전정보 구체성, 교육내용 타

당성, 참여적 교수방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립을 설정하였다. 각

변인의 측정을 위해 국내외 전이 관련 연구들(김진모, 1997; 박종선, 김

진모, 2016; 유성희, 2013; 이도형, 1995; 최창환, 정철영, 2008; Curry,

1997; Holton et al., 2000; Saks & Belcourt, 2006; Thayer & Teachout,

1995)에서 교육훈련설계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시한 문항들을 선정

하거나 특정 개념을 설명하는 속성에 따라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사전정보 구체성 4문항, 교육내용 타당성 12문항, 참여적 교수

방법 5문항, 강사능력 10문항, 현업적용계획 수립 8문항 등 총 39문항을

개발하였다(<표 Ⅲ-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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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및 세부개념) 문항 수 근거

사전정보 구체성 4

Ÿ 김진모(1997)
Ÿ Curry(1997)
Ÿ Holton et al.(2000)
Ÿ Saks & Belcourt(2006)

교육내용 타당성

12 -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 4
Ÿ 박종선, 김진모(2016)
Ÿ 유성희(2013)

일반적 원리 제시 4
Ÿ Saks & Belcourt(2006)
Ÿ Thayer & Teachout(1995)

다양한 사례 제시 4
Ÿ 이도형(1995)
Ÿ Saks & Belcourt(2006)

참여적 교수방법 5
Ÿ 이도형(1995)
Ÿ Holton et al.(2000)
Ÿ Thayer & Teachout(1995)

강사능력

10 -

개별적 피드백 제공 5
Ÿ 이도형(1995)
Ÿ Saks & Belcourt(2006)
Ÿ Thayer & Teachout(1995)

강사의 전문성 5
Ÿ 이도형(1995)
Ÿ 최창환, 정철영(2008)

현업적용계획 수립

8 -

전이목표 설정 4
Ÿ 박종선, 김진모(2016)
Ÿ 이도형(1995)

실천계획 수립 4
Ÿ 박종선, 김진모(2016)
Ÿ Saks & Belcourt(2006)

<표 Ⅲ-5> 5개 교육훈련설계 속성 변인 측정도구 구성

이렇게 개발된 측정 문항들은 HRD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받고,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2명을 대

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았다. 문항을 검토한 결과, 내용타당도 측면

에서는 모든 문항이 변인을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일부 문항들이 수정 또는 삭제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문항에

‘충분히’라는 부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당



- 67 -

문항들을 수정하였으며, 문항의 진술이 서로 유사하여 그 의미가 잘 구

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문항들은 변인의 개념을 더욱 잘 설명하는 문항

만을 남겨두고 다른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안면타당도 측면에서는 몇몇 용어가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해당 용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였다. 예를 들

어, ‘전이’라는 용어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다

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현업적용’의 용어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설문조사에 활용될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가) 사전정보 구체성

사전정보 구체성 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모형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표 중 CMIN/df와 RMSEA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Ⅲ-6>)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8.611 ≤ 3 Hu & Bentler(1999) 부적합
RMR .016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68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78 ≤ .90 Bentler(1989) 적합
TLI .934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78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165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부적합

<표 Ⅲ-6> 사전정보 구체성 측정도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측정모형의 수정을 위해 AMOS 22.0이 제공하는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를 참고하여 측정모형으로부터 제안된 공분산 설정

에 따라 측정오차 e3과 e4를 공분산으로 설정하였다(M.I.=9.619,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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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044). 수정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

합도가 크게 개선되어 모든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표 Ⅲ-7> 참조), 문항의 요인적재치는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사전정보 구체성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 <표 Ⅲ-8>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625 ≤ 3 Hu & Bentler(1999) 적합
RMR .003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99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1.001 ≤ .90 Bentler(1989) 적합
TLI 1.003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1.000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000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좋음

<표 Ⅲ-7> 사전정보 구체성 측정도구의 수정된 측정모형 적합도

[그림 Ⅲ-4] 사전정보 구체성 측정모형 및 요인적재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 )
유의수준
(p)B s.e.

사전정보구체성1 → 사전정보구체성 1.000 .822

사전정보구체성2 → 사전정보구체성 1.119 .068 .897 <.001

사전정보구체성3 → 사전정보구체성 .940 .064 .795 <.001

사전정보구체성4 → 사전정보구체성 .919 .067 .757 <.001

<표 Ⅲ-8> 사전정보 구체성 측정도구 문항의 요인적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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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내용 타당성

교육내용 타당성 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

하였다. 측정모형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표 중 RMR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부적합한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Ⅲ-9>)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19.414 ≤ 3 Hu & Bentler(1999) 부적합
RMR .070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520 ≤ .85 Hu & Bentler(1999) 부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593 ≤ .90 Bentler(1989) 부적합
TLI .500 ≤ .90 Hair et al.(2010) 부적합
CFI .591 ≤ .90 Hair et al.(2010) 부적합

RMSEA .256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부적합

<표 Ⅲ-9> 교육내용 타당성 측정도구의 단일요인 측정모형 적합도

교육내용 타당성 측정도구의 문항은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 일반적 원리 제시, 다양

한 사례 제시 등 3개의 개념을 대표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므로, 세부개념을 각각 3

개의 하위요인으로 하는 2차 요인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어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Ⅲ-10> 참조), 문항의 요인적재치는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교육

내용타당성을적절히설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그림Ⅲ-5], <표Ⅲ-11>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2.532 ≤ 3 Hu & Bentler(1999) 적합
RMR .022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31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68 ≤ .90 Bentler(1989) 적합
TLI .958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68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074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괜찮음

<표 Ⅲ-10> 교육내용 타당성 측정도구의 2차요인 측정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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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교육내용 타당성 측정모형 및 요인적재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 )
유의수준
(p)B s.e.

교육내용의업무관련성1 → 교육내용의업무관련성 1.000 .777
교육내용의업무관련성2 → 교육내용의업무관련성 1.000 .064 .840 <.001
교육내용의업무관련성3 → 교육내용의업무관련성 1.068 .065 .893 <.001
교육내용의업무관련성4 → 교육내용의업무관련성 1.098 .066 .907 <.001
일반적원리제시1 → 일반적원리제시 1.000 .769
일반적원리제시2 → 일반적원리제시 .991 .073 .790 <.001
일반적원리제시3 → 일반적원리제시 1.132 .076 .856 <.001
일반적원리제시4 → 일반적원리제시 1.088 .073 .852 <.001
다양한사례제시1 → 다양한사례제시 1.000 .874
다양한사례제시2 → 다양한사례제시 1.086 .053 .893 <.001
다양한사례제시3 → 다양한사례제시 1.121 .069 .790 <.001
다양한사례제시4 → 다양한사례제시 1.029 .059 .821 <.001

교육내용의업무관련성 → 교육내용타당성 1.000 .740
일반적원리제시 → 교육내용타당성 .924 .132 .750 <.001
다양한사례제시 → 교육내용타당성 .965 .132 .702 <.001

<표 Ⅲ-11> 교육내용 타당성 측정도구 문항의 요인적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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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적 교수방법

참여적 교수방법 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모형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표 중 CMIN/df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

가 적절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표 Ⅲ-12>)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19.009 ≤ 3 Hu & Bentler(1999) 부적합
RMR .024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877 ≤ .85 Hu & Bentler(1999) 양호

증분
적합
지수

IFI .884 ≤ .90 Bentler(1989) 양호
TLI .766 ≤ .90 Hair et al.(2010) 부적합
CFI .883 ≤ .90 Hair et al.(2010) 양호

RMSEA .253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부적합

<표 Ⅲ-12> 참여적 교수방법 측정도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측정모형의 수정을 위해 AMOS 22.0이 제공하는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측정모형으로부터 제안된 공분산 설정에 따라 측정오차 e1과 e2를 공분

산으로 설정하였다(M.I.=62.944, Par Change=.088). 수정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적절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Ⅲ-13>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5.296 ≤ 3 Hu & Bentler(1999) 부적합
RMR .011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71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78 ≤ .90 Bentler(1989) 적합
TLI .944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78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124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부적합

<표 Ⅲ-13> 참여적 교수방법 측정도구의 1차 수정된 측정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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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정지수를 재차 참고하여 측정오차 e3과 e5를 공분산으로 설정

하였다(M.I.=6.025, Par Change=.023). 2차 수정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

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어 모든 적합도 지수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Ⅲ-14> 참조), 문항의 요인적재치는 모

두 .4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참여적 교수방법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6], <표 Ⅲ-15>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2.540 ≤ 3 Hu & Bentler(1999) 적합
RMR .005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89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94 ≤ .90 Bentler(1989) 적합
TLI .980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94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074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괜찮음

<표 Ⅲ-14> 참여적 교수방법 측정도구의 최종수정된 측정모형 적합도

[그림 Ⅲ-6] 참여적 교수방법 측정모형 및 요인적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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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 )
유의수준
(p)B s.e.

참여적교수방법1 → 참여적교수방법 1.000 .654

참여적교수방법2 → 참여적교수방법 1.094 .077 .696 <.001

참여적교수방법3 → 참여적교수방법 1.120 .110 .725 <.001

참여적교수방법4 → 참여적교수방법 1.379 .126 .893 <.001

참여적교수방법5 → 참여적교수방법 1.184 .114 .753 <.001

<표 Ⅲ-15> 참여적 교수방법 측정도구 문항의 요인적재치

(라) 강사능력

강사능력 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측정모형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표 중 RMR을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부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Ⅲ-16>)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16.181 ≤ 3 Hu & Bentler(1999) 부적합
RMR .053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630 ≤ .85 Hu & Bentler(1999) 부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688 ≤ .90 Bentler(1989) 부적합
TLI .596 ≤ .90 Hair et al.(2010) 부적합
CFI .686 ≤ .90 Hair et al.(2010) 부적합

RMSEA .232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부적합

<표 Ⅲ-16> 강사능력 측정도구의 단일요인 측정모형 적합도

강사능력 변인은 개별적 피드백 제공, 강사의 전문성 등 2개의 세부개

념을 유목화하여 형성한 변인이므로, 세부개념을 각각 2개의 하위요인으

로 하는 2차 요인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

형의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어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표 Ⅲ-17> 참조), 문항의 요인적재치는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강사능력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 <표 Ⅲ-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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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2.900 ≤ 3 Hu & Bentler(1999) 적합
RMR .025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33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62 ≤ .90 Bentler(1989) 적합
TLI .949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62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082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보통

<표 Ⅲ-17> 강사능력 측정도구의 2차요인 측정모형 적합도

[그림 Ⅲ-7] 강사능력 측정모형 및 요인적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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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 )
유의수준
(p)B s.e.

개별적피드백제공1 → 개별적피드백제공 1.000 .791
개별적피드백제공2 → 개별적피드백제공 1.047 .064 .864 <.001
개별적피드백제공3 → 개별적피드백제공 1.086 .065 .888 <.001
개별적피드백제공4 → 개별적피드백제공 1.043 .072 .797 <.001
개별적피드백제공5 → 개별적피드백제공 1.006 .071 .784 <.001
강사의전문성1 → 강사의전문성 1.000 .714
강사의전문성2 → 강사의전문성 1.080 .090 .779 <.001
강사의전문성3 → 강사의전문성 1.145 .091 .833 <.001
강사의전문성4 → 강사의전문성 1.051 .089 .770 <.001
강사의전문성5 → 강사의전문성 1.102 .099 .711 <.001

<표 Ⅲ-18> 강사능력 측정도구 문항의 요인적재치

(마) 현업적용계획 수립

현업적용계획 수립 문항의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

하였다. 측정모형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

과, 적합도 지표 중 CMIN/df와 RMSEA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Ⅲ-19>)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11.1031 ≤ 3 Hu & Bentler(1999) 부적합
RMR .031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823 ≤ .85 Hu & Bentler(1999) 양호

증분
적합
지수

IFI .862 ≤ .90 Bentler(1989) 양호
TLI .806 ≤ .90 Hair et al.(2010) 양호
CFI .861 ≤ .90 Hair et al.(2010) 양호

RMSEA .189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부적합

<표 Ⅲ-19> 현업적용계획 수립 측정도구의 단일요인 측정모형 적합도

현업적용계획 수립 변인은 전이목표 설정, 실천계획 수립 등 2개의 세

부개념을 유목화하여 형성한 변인이므로, 세부개념을 각각 2개의 하위요

인으로 하는 2차 요인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

정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적절한 수준은 아닌 것으

로 판단되었다(<표 Ⅲ-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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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6.064 ≤ 3 Hu & Bentler(1999) 부적합
RMR .023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07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34 ≤ .90 Bentler(1989) 적합
TLI .902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34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134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부적합

<표 Ⅲ-20> 현업적용계획 수립 측정도구의 2차 요인 측정모형 적합도

측정모형의 수정을 위해 AMOS 22.0이 제공하는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측정모형으로부터 제안된 공분산 설정에 따라 측정오차 e7과 e8을 공분

산으로 설정하였다(M.I.=36.994, Par Change=.073). 수정된 2차 요인 측

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었지

만, 여전히 적절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Ⅲ-21>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4.007 ≤ 3 Hu & Bentler(1999) 부적합
RMR .018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41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63 ≤ .90 Bentler(1989) 적합
TLI .942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63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103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양호

<표 Ⅲ-21> 현업적용계획 수립 측정도구의 1차 수정된 2차요인 측정모형 적합도

이에 수정지수를 재차 참고하여 측정오차 e2와 e3을 공분산으로 설정

하였다(M.I.=13.663, Par Change=.035). 2차 수정된 2차 요인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어 모든 적합도 지수

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Ⅲ-22> 참조), 문항의 요인적

재치는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현업적용계획 수립을 적절

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8], <표 Ⅲ-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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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2.721 ≤ 3 Hu & Bentler(1999) 적합
RMR .012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62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80 ≤ .90 Bentler(1989) 적합
TLI .967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80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078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괜찮음

<표 Ⅲ-22> 현업적용계획 수립 측정도구의 최종수정된 2차요인 측정모형 적합도

[그림 Ⅲ-8] 현업적용계획 수립 측정모형 및 요인적재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 )
유의수준
(p)B s.e.

전이목표설정1 → 전이목표설정 1.000 .729
전이목표설정2 → 전이목표설정 1.036 .090 .755 <.001
전이목표설정3 → 전이목표설정 1.018 .090 .751 <.001
전이목표설정4 → 전이목표설정 1.047 .091 .757 <.001
실천계획수립1 → 실천계획수립 1.000 .879
실천계획수립2 → 실천계획수립 1.081 .059 .869 <.001
실천계획수립3 → 실천계획수립 .842 .062 .715 <.001
실천계획수립4 → 실천계획수립 .938 .059 .780 <.001

<표 Ⅲ-23> 현업적용계획 수립 측정도구 문항의 요인적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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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분석
교육훈련설계 속성 변인별 측정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값을 통해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

과, 문항들의 내적일치도는 사전정보 구체성 .898, 교육내용 타당성 .910, 참

여적 교수방법 .880, 강사능력 .888, 현업적용계획 수립 .914로 나타나, 모든

변인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4> 참조).

변인 (및 하위요인) 문항 수 내적일치도(Cronbach’s  )

사전정보 구체성 4 .898

교육내용 타당성

12 .910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 4 .916

일반적 원리 제시 4 .888

다양한 사례 제시 4 .905

참여적 교수방법 5 .880

강사능력

10 .888

개별적 피드백 제공 5 .914

강사의 전문성 5 .871

현업적용계획 수립

8 .914

전이목표 설정 4 .851

실천계획 수립 4 .899

<표 Ⅲ-24> 5개 교육훈련설계 속성 변인 문항 내적일치도

3) 학습 유의미성
학습 유의미성은 Nehari와 Bender(1978)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번안 및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Nehari와 Bender(1978)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습경험의 유의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업과정 평가, 인지적

학습, 행동적 학습, 정의적·개인적 학습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수

업과정 평가 척도(Course Valuing Inventory: CVI)를 개발하였다. 그중 수

업과정 가치(Course Valuing) 영역은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학습경

험을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의미하고, 중요하며,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하는가

를 측정하는데, 이 하위영역이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습 유의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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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측정하는 데에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하위영역

에 포함된 문항들을 활용하여 학습 유의미성을 측정하였다.

Nehari와 Bender(1978)의 수업과정 가치 영역 측정도구는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생과 대학원생 141명

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문항의 내적일치

도는 .92로 나타났다. Nehari와 Bender(1978)의 도구는 Lawless(1982)와

Sobral(1995)의 연구에서도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도구에서 수업과정 가치 영역을 측정하는 9개 문항

중, 이 연구에서 학습 유의미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3

개 문항을 선정 및 번안하여 활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다른

측정도구들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학습 유

의미성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번안한 문항들은 HRD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

토받고,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았다. 문항을 검토한 결과, 내용타당도 측면에서는 모든 문항이 변인

을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첫 번째 문항에 ‘매우’

라는 부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제거하였다. 안면타당도 측면에

서는 문항들이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

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수정 없이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

고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문항이 3개인 단일요인 측정모형의 경우 자유도

(degree of freedom)가 0으로, 모형 적합도가 완벽한 것으로 가정되며,

문항의 요인적재치는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학습 유의미

성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9], <표 Ⅲ-25>

참조). 측정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12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가 확보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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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학습 유의미성 측정모형 및 요인적재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 )
유의수준
(p)B s.e.

학습유의미성1 → 학습유의미성 1.000 .902

학습유의미성2 → 학습유의미성 .981 .046 .918 <.001

학습유의미성3 → 학습유의미성 .925 .050 .828 <.001

<표 Ⅲ-25> 학습 유의미성 측정도구 문항의 요인적재치

4) 전이효능감
전이효능감은 박종선, 김진모(2016)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박

종선, 김진모(2016)는 교육 후 자기효능감을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전이효능

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루었으며, 교육 후 자기효능감이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차장진급자와 부장진급자의 교육 직후 전이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두었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김성완,

김재훈(2003)의 전이효능감 측정도구 중 3개 문항을 활용하여 교육 후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박종선, 김진모(2016)의 교육 후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는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사무직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고,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차장진급자와 부장진급자 172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944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전이효능감을 측

정하는 문항의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은 결과, 문항들은 리더십 교육 프로

그램 참가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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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고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문항이 3개인 단일요인 측정모형의 경우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0으로, 모형 적합도가 완벽한 것으로 가정되며, 문항의 요인적

재치는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교육훈련 전이를 적절히 설

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0], <표 Ⅲ-26> 참조). 측정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26으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전이효능감 측정모형 및 요인적재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 )
유의수준
(p)B s.e.

전이효능감1 → 전이효능감 1.000 .876

전이효능감2 → 전이효능감 1.122 .049 .945 <.001

전이효능감3 → 전이효능감 1.047 .051 .879 <.001

<표 Ⅲ-26> 전이효능감 측정도구 문항의 요인적재치

5) 상사지원
상사지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Holton 외(2000)의 측정도구를 박종선, 김진모

(2016)가 번안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박종선, 김진모(2016)는 상사지원이 기

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차장진급자와 부장진급자의 교육 3개월 후

전이의도 및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두었으며, 이러한 연구가

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Holton 외(2000)가 개발한 LTSI version 2에서 제시한 6

개 문항을 번안한 문항으로 상사지원을 측정하였다. 박종선, 김진모(2016)의 상사

지원 측정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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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또한,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차장진급자와 부장진급자 172

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950으로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2명을 대상으로 상사지원을 측정

하는 문항의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은 결과, 문항들은 리더십 교육 프로그

램 참가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지 않

고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

고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표 중 CMIN/df

TLI, RMSEA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측

정모형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Ⅲ-27>)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4.210 ≤ 3 Hu & Bentler(1999) 부적합
RMR .016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54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81 ≤ .90 Bentler(1989) 적합
TLI .969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81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107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양호

<표 Ⅲ-27> 상사지원 측정도구의 측정모형 적합도

측정모형의 수정을 위해 AMOS 22.0이 제공하는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측정모형으로부터 제안된 공분산 설정에 따라 측정오차 e1과 e2를 공분

산으로 설정하였다(M.I.=20.844, Par Change=.058). 수정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개선되어 모든 적합도 지수

는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Ⅲ-28> 참조), 문항의 요인적

재치는 모두 .4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이 상사지원을 적절히 설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1], <표 Ⅲ-29> 참조). 측정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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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일치도는 .947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1.485 ≤ 3 Hu & Bentler(1999) 적합
RMR .010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86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98 ≤ .90 Bentler(1989) 적합
TLI .995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97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042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좋음

<표 Ⅲ-28> 상사지원 측정도구의 수정된 측정모형 적합도

[그림 Ⅲ-11] 상사지원 측정모형 및 요인적재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 )
유의수준
(p)B s.e.

상사지원1 → 상사지원 1.000 .863
상사지원2 → 상사지원 1.038 .043 .859 <.001
상사지원3 → 상사지원 1.009 .055 .835 <.001
상사지원4 → 상사지원 .965 .050 .866 <.001
상사지원5 → 상사지원 .957 .051 .852 <.001
상사지원6 → 상사지원 1.072 .052 .901 <.001

<표 Ⅲ-29> 상사지원 측정도구 문항의 요인적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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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일방법편의 검증
이 연구에서는 연구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두 자기보고 응답에

의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할 수 있을 가

능성이 있었다. 동일방법편의는 크게 연구설계 단계에서의 통제, 통계적

처리를 통한 통제 등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 모두를 활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Podsakoff, MacKenzie, Lee, & Podsakoff, 2003).

이러한 논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연구설계 단계에서의 통제와 통계

적 처리를 통한 통제 두 방법 모두를 활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최소화하

고자 하였다. 연구설계 단계에서의 통제 관점에서는 각 변인의 측정시점

을 교육훈련 직후와 교육훈련 1개월 후 등 두 개의 시점으로 분리하였으

며, 통계적 처리를 통한 통제 관점에서는 Harman(1967)의 단일요인접근

법(single-factor test)을 활용하여 동일방법편의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

다. 단일요인접근법은 관찰변인들의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 요인을 동일방법편의의 원인으로 간

주하는 것으로, 해당 요인의 설명변량이 50.0% 이상일 경우 동일방법편

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성분 요인추출 방법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활용하여 동일방법편의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분리된 측정시점별로 함께 측정한 변인들의 동

일방법편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먼저, 교육훈련 직후에 측정한 7개 변인

에 대한 단일요인접근법 수행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 요인의 설

명력이 11.073%로, 판단기준인 50.0%보다 낮아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육훈련 1개월 후에 측정한 2개 변인에 대

한 단일요인접근법 수행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 요인의 설명력

이 47.288%로, 판단기준인 50.0%보다 낮아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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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함과 더불어 변인의 특

성에 따른 측정시기의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교육훈련 직후와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교육훈련설

계 속성에 대한 인식과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의 경우 그 인식에 대한 왜곡

없이 회상할 수 있는 시기를 교육훈련 종료 직후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들 변

인은 교육이 종료된 직후에 수집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대상 교육 프

로그램의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의 협조를 구하고, 연구대상으로 지정된 차수의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인식은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에 수집하였다. 교육

훈련 전이의 측정 시기는 정확한 시간적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렵지만 Taylor,

Russ-Eft와 Taylor(2009)의 메타연구에서는 관리자 교육훈련의 전이와 관련된

56개 연구에서 교육훈련 종료 후 0~18개월에 이르는 사후측정의 시간적 지연

은 교육훈련 전이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1개월에 측정하였다.

한편, 상사지원에 대한 인식도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에 측정하였다.

이는 리더십 교육 직후보다는 리더십 역량을 현업에서 발휘하고자 하는

환경에서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팀의 환경적 특성

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

련하여 현영섭(2009)의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업무환경 요인

으로 설정한 상사의 지원이 초기 전이 수준에 미친 영향(β=.19)에 비해

전이의 변화량에 미친 영향(β=.3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연구

에서 설정한 다른 변인들보다 강력한 영향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1개월 후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 연구대상 교

육 프로그램의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의 협조를 구하고, 연구대상으로 지

정된 차수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가자 중 교육훈련 직후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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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변인별 측정시점을 정리하면 <표 Ⅲ-30>과 같다.

변인
측정시점

교육훈련 종료 직후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

교육훈련설계
속성

사전정보 구체성 ○
교육내용 타당성 ○
참여적 교수방법 ○
강사능력 ○
현업적용계획 수립 ○

학습 유의미성 ○
전이효능감 ○
상사지원 ○
교육훈련 전이 ○

<표 Ⅲ-30> 변인별 측정시점

각기업의리더십교육프로그램별교육일정과조사일정을정리하면<표Ⅲ-31>과같다.

기업 프로그램 차수 교육일정
조사일정

교육종료
직후

교육종료
1개월 후

A사 신임팀장
1차 6/18-21 6/21-28 7/19-26
2차 7/16-19 7/19-30 8/19-27

B사 팀장

1차 5/7-8 5/29-6/13 7/1-17
2차 5/9-10 5/29-6/13 7/1-17
3차 5/14-15 5/29-6/13 7/1-17
4차 5/21-22 5/29-6/13 7/1-17
5차 5/30-31 5/31-6/7 7/1-17
6차 6/4-5 6/5-14 7/1-17

C사 신임팀장

1차 5/27-31 5/31-6/12 7/12-21
2차 6/10-14 6/10-7/4 7/17-31
3차 6/24-28 6/28-7/5 7/26-8/6
4차 7/8-12 7/12-19 8/14-8/20
5차 7/22-26 7/26-8/13 8/26-9/4

D사

신임시니어팀장 1차 9/5-6 9/6-17 10/7-15

신임주니어팀장
1차 9/19-20 9/20-10/1 10/23-11/4
2차 9/26-27 9/27-10/8 10/28-11/5
3차 10/10-11 10/11-10/22 11/11-11/19

주: 모든 일정은 2019년도 기준임.

<표 Ⅲ-31> 기업별 교육 프로그램 교육일정 및 조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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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교육훈련 종료 직후와 교육훈련 종료 1개

월 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 수는 284명이었다. 분석에 앞서 응답

데이터 중 이상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치(outlier)는

설명변인의 관측치 범위 내에서 적합 회귀선에서 벗어난 관측치로, 회귀

모형 적합도와 계수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식별하

고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관측치의 스튜던트화 잔

차(studentized residual)의 절대값이 3 이상인 관측치를 이상치로 본다

(James, Witten, Hastie, & Tibshirani, 2013). 이상치 확인을 위해 통계

소프트웨어인 R Statistics 3.6.1을 활용해 학습 유의미성에 대한 교육훈

련설계 속성의 회귀모형, 전이효능감에 대한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학습

유의미성의 회귀모형,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

감의 회귀모형에서의 이상치를 확인하였다(<표 Ⅲ-32> 참조). 이상치로

확인된 119번, 120번 등 2개의 응답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회귀모형 이상치 스튜던트화 잔차

교육훈련설계 속성 → 학습 유의미성 119 -3.345790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 전이효능감 - -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120 -3.111154

<표 Ⅲ-32> 스튜던트화 잔차 분석을 통해 식별된 이상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

펴보면 <표 Ⅲ-33>과 같다. 응답자의 소속 기업을 살펴보면 C사가 106명

(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B사 81명(28.7%), D사 70명(24.8%), A사 25명

(8.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261명(92.6%), 여성이 21

명(7.4%)으로 대부분이 남성이었다. 연령을 살펴보면 45세 이상~50세 미만

이 95명(33.7%)으로 가장 많았으며, 40세 이상~45세 미만 86명(30.5%), 50세

이상 78명(27.7%), 40세 미만 23명(7.4%)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 직장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15년 이상~20년 미만이 82명(29.1%)으로 가장 많았으

며, 10년 미만 51명(18.1%), 10년 이상~15년 미만 48명(17.0%), 25년 이상~30

년 미만 48명(17.0%), 20년 이상~25년 미만 44명(15.6%), 30년 이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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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급을 살펴보면 부장급이 202명(7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장급은 71명(25.2%), 과장급은 9명(3.2%)으로 나타났다. 현

리더직책 경력을 살펴보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56명(55.3%)로 가장 많

았으며, 1년 이상~3년 미만 52명(18.4%), 6개월 미만 40명(14.2%), 3년 이

상~5년 미만 21명(7.4%), 5년 이상 13명(4.6%)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 89 -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업 및
프로그램

A사 신임팀장
전체 25 8.9
1차수 17 6.0
2차수 8 2.8

B사 팀장

전체 81 28.7
1차수 10 3.5
2차수 16 5.7
3차수 20 7.1
4차수 11 3.9
5차수 15 5.3
6차수 9 3.2

C사 신임팀장

전체 106 37.6
1차수 10 3.5
2차수 10 3.5
3차수 30 10.6
4차수 20 7.1
5차수 36 12.8

D사

전체 70 24.8

신임시니어팀장 전체 22 7.8
1차수 22 7.8

신임주니어팀장

전체 48 17.0
1차수 14 5.0
2차수 16 5.7
3차수 18 6.4

계 282 100.0

성별
남성 261 92.6
여성 21 7.4
계 282 100.0

연령

40세 미만 23 8.2
40세 이상~45세 미만 86 30.5
45세 이상~50세 미만 95 33.7

50세 이상 78 27.7
계 282 100.0

현 직장
근속연수

10년 미만 51 18.1
10년 이상~15년 미만 48 17.0
15년 이상~20년 미만 82 29.1
20년 이상~25년 미만 44 15.6
25년 이상~30년 미만 48 17.0

30년 이상 9 3.2
계 282 100.0

직급

과장급 9 3.2
차장급 71 25.2
부장급 202 71.6
계 282 100.0

현 리더직책
경력

6개월 미만 40 14.2
6개월 이상~1년 미만 156 55.3
1년 이상~3년 미만 52 18.4
3년 이상~5년 미만 21 7.4

5년 이상 13 4.6
계 282 100.0

계 282 100.0

<표 Ⅲ-3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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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서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에 활용한 분석방법을 분석내용별로 제시하면 <표 Ⅲ-34>와 같다.

분석내용 분석방법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량 기술통계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전이 수준 차이
t-검증,

ANOVA

가설 1.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교육훈련 전이는 서로 간

영향관계에 있을 것이다.

경로분석

가설 1-1.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1. 사전정보 구체성 → 학습 유의미성

가설 1-1-2. 교육내용 타당성 → 학습 유의미성

가설 1-1-3. 참여적 교수방법 → 학습 유의미성

가설 1-1-4. 강사능력 → 학습 유의미성

가설 1-1-5. 현업적용계획 수립 → 학습 유의미성

가설 1-2.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1. 사전정보 구체성 → 전이효능감

가설 1-2-2. 교육내용 타당성 → 전이효능감

가설 1-2-3. 참여적 교수방법 → 전이효능감

가설 1-2-4. 강사능력 → 전이효능감

가설 1-2-5. 현업적용계획 수립 → 전이효능감

가설 1-3. 학습 유의미성 → 전이효능감

가설 1-4. 학습 유의미성 → 교육훈련 전이

가설 1-5.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표 계속)

<표 Ⅲ-34> 분석내용별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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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 분석방법

가설 2.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경로분석:

팬텀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분석

가설 2-1.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1. 사전정보 구체성 → 학습 유의미성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1-2. 교육내용 타당성 → 학습 유의미성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1-3. 참여적 교수방법 → 학습 유의미성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1-4. 강사능력 → 학습 유의미성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1-5. 현업적용계획 수립 → 학습 유의미성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2.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1. 사전정보 구체성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2-2. 교육내용 타당성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2-3. 참여적 교수방법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2-4. 강사능력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2-5. 현업적용계획 수립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3.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1. 사전정보 구체성 → 학습 유의미성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3-2. 교육내용 타당성 → 학습 유의미성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3-3. 참여적 교수방법 → 학습 유의미성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3-4. 강사능력 → 학습 유의미성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가설 2-3-5. 현업적용계획 수립 → 학습 유의미성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가설 3. 상사지원은 교육훈련 전이와 전이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ayes의

PROCESS

Macro

(Model 1)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통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교육훈련 전이,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상사지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훈련 전이와 교육훈련

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상사지원의 상관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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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훈련 전이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t-검증과

ANOVA(ANalysis Of VAriance, 분산분석)를 활용하였다. 교육훈련 전

이의 수준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히 응답자의 소속 기업에

따라 다른 경우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전이의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가설검증 단계에서 통제변인으로 처리하여 분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넷째,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모형에 따라 경로모형을 구성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팬텀변인을 활용하여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팬텀변인은 일종의 가상변수로, 모델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따른 효과크기 및 유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이 연구에서

가정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팬텀변인을 이용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경로별

매개효과의 크기와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추출 표본 수

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여섯째,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 Model 1의 모형(<그림 Ⅲ

-12> 참조)을 활용하였다.

[그림 Ⅲ-12] 조절효과 분석 개념도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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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구변인 일반통계량

가.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은 총 9개로, 변인별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Ⅳ-1>과 같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변인 값은

문항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으므로 측정치의 범위는 1~5이다.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독립변인

사전정보 구체성 1.25 5.00 4.15 .699 -.913 1.153

교육내용 타당성 2.50 5.00 4.26 .488 -.604 .190

참여적 교수방법 3.00 5.00 4.47 .493 -.579 -.407

강사능력 2.30 5.00 4.27 .477 -.497 .267

현업적용계획 수립 2.88 5.00 4.31 .526 -.431 -.411

매개변인
학습 유의미성 2.67 5.00 4.63 .498 -1.135 .678

전이효능감 1.67 5.00 4.22 .601 -.456 .438

종속변인 교육훈련 전이 2.25 5.00 3.98 .516 -.037 -.154

조절변인 상사지원 1.00 5.00 3.42 .805 -.682 .422

<표 Ⅳ-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인의 평균은 4.15~4.47로 나타났는데, 참여적 교수방법이 4.47로 가

장 높았으며, 현업적용계획 수립 4.31, 강사능력 4.27, 교육내용 타당성

4.26, 사전정보 구체성 4.15 순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습 유의미성이 4.63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이효능감이 4.22로

높은 수준이었다. 종속변인인 교육훈련전이의 평균은 3.98로 높은 수준이었

으며, 조절변인인 상사지원의 평균은 3.42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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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2>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는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모든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매개

변인인 학습 유의미성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인

중에서는 교육내용 타당성이 .615로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전정보 구체성이 .352로 가장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

른 매개변인인 전이효능감과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독립

변인 중에서는 교육내용 타당성이 .601로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사전정보 구체성이 .349로 가장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

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 간의 상관계수는 .608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교육훈련 전이와 매개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학습

유의미성이 .371로 나타났으며, 전이효능감이 .494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전이와 조절변인인 상사지원 간의 상관계수는 .518로 나타났다.

변인 1 2 3 4 5 6 7 8 9

1 사전정보 구체성 1 　 　 　 　 　 　 　 　

2 교육내용 타당성 .371*** 1 　 　 　 　 　 　 　

3 참여적 교수방법 .444*** .605*** 1

4 강사능력 .453*** .760*** .618*** 1

5 현업적용계획 수립 .388*** .673*** .500*** .692*** 1

6 학습 유의미성 .352*** .615*** .525*** .598*** .559*** 1

7 전이효능감 .349*** .601*** .443*** .580*** .566*** .608*** 1

8 교육훈련 전이 .305*** .456*** .277*** .429*** .402*** .371*** .494*** 1

9 상사지원 .290*** .334*** .199*** .426*** .346*** .252*** .327*** .518*** 1

주) *: p<.05, **: p<.01, ***: p<.001

<표 Ⅳ-2> 연구변인의 상관계수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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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변인 다중공선성 진단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인에 대한 연구변인들의 다중공

선성을 진단해야 한다.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란 종속변인에 대

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다른 독립변인의 영향력으로 설명되는 것을 의

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회귀모형에서 완전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공선

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특정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구분해내기 어려워

지는데, 이 경우를 다중공선성이라 한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값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데, 공차한계가 0에 근접할수록, 분산팽창

계수가 10 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최태

순, 김대경, 유희경, 1994).

이 연구에서 영향관계에 놓인 것으로 설정된 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진

단한 결과, 공차한계는 .322~.744, 분산팽창계수는 1.344~3.105로 나타나 연

구변인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Ⅳ-3> 참조).

종속변인 독립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계수(VIF)

학습
유의미성

사전정보 구체성 .744 1.344
교육내용 타당성 .358 2.794
참여적 교수방법 .544 1.838
강사능력 .327 3.060

현업적용계획 수립 .464 2.155

전이
효능감

사전정보 구체성 .742 1.347
교육내용 타당성 .342 2.921
참여적 교수방법 .530 1.886
강사능력 .322 3.105

현업적용계획 수립 .452 2.211
학습 유의미성 .546 1.831

교육훈련
전이

학습 유의미성 .630 1.587
전이효능감 .630 1.587

<표 Ⅳ-3> 연구변인의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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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전이 수준 차이 분석
t-검증과 ANOVA를 활용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교육훈련 전이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훈련 전이의 수준은 응

답자의 소속 기업, 성별, 연령, 현 직장 근속연수, 직급, 현 리더직책 경력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을 수행함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종속변인: 교육훈련 전이)

빈도 평균 표준편차 t/F p

기업

A사 25 3.77 .515

1.182 .145
B사 106 4.00 .486
C사 81 3.96 .553
D사 70 4.04 .507

성별
남성 261 4.00 .520

1.901 .058
여성 21 3.77 .410

연령

40세 미만 23 3.86 .476

.971 .407
40세 이상~45세 미만 86 3.99 .497
45세 이상~50세 미만 95 4.03 .537

50세 이상 78 3.94 .521

현 직장
근속연수

10년 미만 51 3.93 .527

1.147 .336

10년 이상~15년 미만 48 3.92 .487
15년 이상~20년 미만 82 4.07 .570
20년 이상~25년 미만 44 3.97 .409
25년 이상~30년 미만 48 3.91 .532

30년 이상 9 4.17 .415

직급
과장급 9 3.81 .481

.687 .504차장급 71 3.95 .545
부장급 202 4.00 .507

현
리더직책
경력

6개월 미만 40 4.11 .503

.770 .546
6개월 이상~1년 미만 156 3.96 .508
1년 이상~3년 미만 52 3.93 .603
3년 이상~5년 미만 21 3.98 .447

5년 이상 13 4.00 .354
전체 282 3.98 .516

<표 Ⅳ-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훈련 전이 수준 차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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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영향관계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영

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Ⅳ-1]과 같이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Ⅳ-1]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 경로모형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MIN/df는 3.884로 판단기준인 3보

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RMR(.011),

GFI(.984), IFI(.987), TLI(.928), CFI(.987)은 적합한 것으로, RMSEA(.101)

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의

경로모형은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Ⅳ-5> 참조).

구분 적합도 지표 적합도 지수 판단 기준 판단 근거 해석
절대
적합
지수

CMIN/df 3.884 ≤ 3 Hu & Bentler(1999) 양호
RMR .011 ≤ .08 Browne & Cudeck(1993) 적합
GFI .984 ≤ .85 Hu & Bentler(1999) 적합

증분
적합
지수

IFI .987 ≤ .90 Bentler(1989) 적합
TLI .928 ≤ .90 Hair et al.(2010) 적합
CFI .987 ≤ .90 Hair et al.(2010) 적합

RMSEA .101
≤ .05:
≤ .08:
≤ .10:

좋음
괜찮음
보통

Hu & Bentler(1999) 양호

<표 Ⅳ-5> 경로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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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모형에 따른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Ⅳ-6>과 같으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된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Ⅳ-2]와 같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 )
유의수준
(p)B s.e.

사전정보 구체성 → 학습 유의미성 .031 .036 .044 .390

교육내용 타당성 → 학습 유의미성 .269 .075 .263*** <.001

참여적 교수방법 → 학습 유의미성 .163 .060 .162** .007

강사능력 → 학습 유의미성 .164 .080 .157* .041

현업적용계획 수립 → 학습 유의미성 .165 .061 .175** .007

사전정보 구체성 → 전이효능감 .050 .043 .058 .245

교육내용 타당성 → 전이효능감 .254 .090 .207** .005

참여적 교수방법 → 전이효능감 -.028 .072 -.023 .698

강사능력 → 전이효능감 .135 .095 .107 .155

현업적용계획 수립 → 전이효능감 .188 .073 .165** .010

학습 유의미성 → 전이효능감 .381 .070 .316*** <.001

학습 유의미성 → 교육훈련 전이 .116 .067 .112 .084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366 .056 .426*** <.001
주) *: p<.05, **: p<.01, ***: p<.001

<표 Ⅳ-6> 연구변인들의 경로계수

[그림Ⅳ-2] 교육훈련설계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및교육훈련 전이 경로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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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모형에 따른 변인 간 경로계수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1-1. 사전정보구체성은학습유의미성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사전정보 구체성이 학습 유의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

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44, p>.05). 따라서

사전정보 구체성이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1-1-1은 기각되었다.

가설 1-1-2. 교육내용타당성은학습유의미성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교육내용 타당성이 학습 유의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

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63, p<.001). 따라서 교육내

용 타당성이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2는 채택되었다.

가설 1-1-3. 참여적교수방법은학습유의미성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참여적 교수방법이 학습 유의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

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62, p<.01). 따라서 참여적

교수방법이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3은 채택되었다.

가설 1-1-4. 강사능력은학습유의미성에영향을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강사능력이 학습 유의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기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57, p<.05). 따라서 강사능력이 학

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4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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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1-5. 현업적용계획수립은학습유의미성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현업적용계획 수립이 학습 유의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75, p<.01). 따라서 현업

적용계획 수립이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1-1-5는 채택되었다.

가설 1-2-1. 사전정보구체성은전이효능감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사전정보 구체성이 전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58, p>.05). 따라서 사전

정보 구체성이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1은 기각되었다.

가설 1-2-2. 교육내용타당성은전이효능감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교육내용 타당성이 전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07, p<.001). 따라서 교육내용

타당성이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2는 채택되었다.

가설 1-2-3. 참여적교수방법은전이효능감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참여적 교수방법이 전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23, p>.05). 따라서 참

여적 교수방법이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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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4. 강사능력은전이효능감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강사능력이 전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기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07, p>.05). 따라서 강사능력이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4는

기각되었다.

가설 1-2-5. 현업적용계획수립은전이효능감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현업적용계획 수립이 전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65, p<.01). 따라서 현업적용

계획 수립이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 1-2-5는 채택되었다.

가설 1-3. 학습 유의미성은전이효능감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학습 유의미성이 전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316, p<.001). 따라서 학습 유의

미성이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가설 1-4. 학습 유의미성은교육훈련전이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학습 유의미성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12, p>.05). 따라서

학습 유의미성이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 1-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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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5. 전이효능감은교육훈련전이에직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전이효능감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426, p<.001). 따라서 전이효능감

이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5

는 채택되었다.

이상 가설 1의 하위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Ⅳ-7>과 같다.

분석내용
가설검증
결과

가설 1. 교육훈련설계속성, 학습유의미성, 전이효능감, 교육훈련전이는서로간영향관계에있을것이다. -

가설 1-1.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1-1-1. 사전정보 구체성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1-2. 교육내용 타당성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3. 참여적 교수방법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4. 강사능력은 학습 유의미성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1-5.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채택

가설 1-2-1. 사전정보 구체성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2-2. 교육내용 타당성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3. 참여적 교수방법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2-4. 강사능력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2-5.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학습 유의미성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4. 학습 유의미성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1-5. 전이효능감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Ⅳ-7> 가설 1의 하위가설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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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교육훈련설계 속성의 간접효과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교육훈련설계 속성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팬텀변수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부트

스트랩 추출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가. 사전정보 구체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사전정보 구체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p
B s.e.

총효과 .026 .019 .163
사전정보구체성→학습유의미성→교육훈련전이 .004 .006 .315
사전정보구체성→전이효능감→교육훈련전이 .018 .016 .213
사전정보구체성→학습유의미성→전이효능감→교육훈련전이 .004 .006 .390

<표 Ⅳ-8>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사전정보 구체성의 간접효과 검증

사전정보 구체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

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에 대응하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2-1-1. 사전정보구체성은학습유의미성의단일매개효과를통해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
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사전정보 구체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

개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B=.004, p>.05). 따라서 사전정보 구체성이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

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2-1-1은 기각되었다.



- 104 -

가설 2-2-1. 사전정보구체성은전이효능감의단일매개효과를통해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
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사전정보 구체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B=.018, p>.05). 따라서 사전정보 구체성이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

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 2-2-1은 기각되었다.

가설 2-3-1. 사전정보구체성은학습유의미성과전이효능감의순차적이중매개효과를통해
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사전정보 구체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

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04, p>.05). 따라서 사전정보 구체성이 학

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

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1은 기각되었다.

이상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사전정보 구체성의 간접효과와 관련된 가

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Ⅳ-9>와 같다.

분석내용
가설검증
결과

가설 2-1-1. 사전정보 구체성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1. 사전정보 구체성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3-1. 사전정보 구체성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 Ⅳ-9>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사전정보 구체성의 간접효과 관련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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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내용 타당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내용 타당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p
B s.e.

총효과 .162 .041 .001
교육내용타당성→학습유의미성→교육훈련전이 .031 .022 .057
교육내용타당성→전이효능감→교육훈련전이 .093 .039 .013
교육내용타당성→학습유의미성→전이효능감→교육훈련전이 .038 .015 .001

<표 Ⅳ-10>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교육내용 타당성의 간접효과 검증

교육내용 타당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

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에 대응하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2-1-2. 교육내용타당성은학습유의미성의단일매개효과를통해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
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교육내용 타당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

개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B=.031, p>.05). 따라서 교육내용 타당성이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

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2-1-2는 기각되었다.

가설 2-2-2. 교육내용타당성은전이효능감의단일매개효과를통해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
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교육내용 타당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

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93, p<.05).

따라서 교육내용 타당성이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

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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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2. 교육내용타당성은학습유의미성과전이효능감의순차적이중매개효과를통해
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교육내용 타당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

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38, p<.01). 따라서 교육내용 타당성이 학습 유의미

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2는 채택되었다.

이상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교육내용 타당성의 간접효과와 관련된 가

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Ⅳ-11>과 같다.

분석내용
가설검증
결과

가설 2-1-2. 교육내용 타당성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2. 교육내용 타당성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2. 교육내용 타당성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Ⅳ-11>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교육내용 타당성의 간접효과 관련 가설검증 결과

다. 참여적 교수방법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참여적 교수방법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p
B s.e.

총효과 .031 .034 .320
참여적교수방법→학습유의미성→교육훈련전이 .019 .014 .057
참여적교수방법→전이효능감→교육훈련전이 -.010 .027 .746
참여적교수방법→학습유의미성→전이효능감→교육훈련전이 .023 .012 .017

<표 Ⅳ-12>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참여적 교수방법의 간접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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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교수방법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

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에 대응하는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2-1-3. 참여적교수방법은학습유의미성의단일매개효과를통해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
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참여적 교수방법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

개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B=.019, p>.05). 따라서 참여적 교수방법이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

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는 가설 2-1-3은 기각되었다.

가설 2-2-3. 참여적교수방법은전이효능감의단일매개효과를통해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
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참여적 교수방법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B=-.010, p>.05). 따라서 참여적 교수방법이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

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

설 2-2-3은 기각되었다.

가설 2-3-3. 참여적교수방법은학습유의미성과전이효능감의순차적이중매개효과를통해
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참여적 교수방법은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

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23, p<.05). 따라서 참여적 교수방법이 학습 유의미

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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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참여적 교수방법의 간접효과와 관련된 가

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Ⅳ-13>과 같다.

분석내용
가설검증
결과

가설 2-1-3. 참여적 교수방법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3. 참여적 교수방법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3-3. 참여적 교수방법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Ⅳ-13>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참여적 교수방법의 간접효과 관련 가설검증 결과

라. 강사능력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강사능력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p
B s.e.

총효과 .092 .041 .015
강사능력→학습유의미성→교육훈련전이 .019 .016 .063
강사능력→전이효능감→교육훈련전이 .050 .038 .148
강사능력→학습유의미성→전이효능감→교육훈련전이 .023 .013 .026

<표 Ⅳ-14>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강사능력의 간접효과 검증

강사능력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에 대응하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2-1-4. 강사능력은학습유의미성의단일매개효과를통해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다.

강사능력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19,

p>.05). 따라서 강사능력이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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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2-4. 강사능력은전이효능감의단일매개효과를통해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정적인
영향을미칠것이다.

강사능력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살

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50,

p>.05). 따라서 강사능력이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

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4는 기각되었다.

가설 2-3-4. 강사능력은학습유의미성과전이효능감의순차적이중매개효과를통해교육훈련
전이에간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강사능력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23, p<.05). 따라서 강사능력이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

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4는 채택되었다.

이상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강사능력의 간접효과와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Ⅳ-15>와 같다.

분석내용
가설검증
결과

가설 2-1-4. 강사능력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4. 강사능력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3-4. 강사능력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Ⅳ-15>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강사능력의 간접효과 관련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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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업적용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현업적용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p
B s.e.

총효과 .111 .035 .001
현업적용계획수립→학습유의미성→교육훈련전이 .019 .015 .063
현업적용계획수립→전이효능감→교육훈련전이 .069 .033 .020
현업적용계획수립→학습유의미성→전이효능감→교육훈련전이 .023 .011 .014

<표 Ⅳ-16>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현업적용계획 수립의 간접효과 검증

현업적용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에 대응하는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2-1-5. 현업적용계획수립은학습유의미성의단일매개효과를통해교육훈련전이에
간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현업적용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B=.019, p>.05). 따라서 현업적용계획 수립이 학습 유의미성의 단

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 2-1-5는 기각되었다.

가설 2-2-5. 현업적용계획수립은전이효능감의단일매개효과를통해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
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현업적용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

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69, p<.05).

따라서 현업적용계획 수립이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

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5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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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3-5. 현업적용계획수립은학습유의미성과전이효능감의순차적이중매개효과를통해
교육훈련전이에간접적으로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현업적용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

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B=.023, p<.05). 따라서 현업적용계획 수립이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5는 채택되었다.

이상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현업적용계획 수립의 간접효과와 관련된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Ⅳ-17>과 같다.

분석내용
가설검증
결과

가설 2-1-5.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5.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3-5.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Ⅳ-17>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현업적용계획 수립의 간접효과 관련 가설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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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종합

5개의 교육훈련설계 속성 변인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

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종합하면 <표 Ⅳ-18>와 같다. 매개효

과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

개효과는 어떠한 독립변인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훈련 전이에 대한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는 교육내용 타당성, 현업

적용계획 수립이 독립변인일 경우에 나타났으며,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는 교육내용 타당성,

참여적 교수방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립이 독립변인일 경우에 나

타났다. 특히, 교육내용 타당성과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교육훈련 전이와

의 관계를 전이효능감이 단일매개할 때와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감

이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할 때 모두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매개효과

독립변인
→ 학습 유의미성
→ 교육훈련 전이

독립변인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독립변인
→ 학습 유의미성
→ 전이효능감
→ 교육훈련 전이

사전정보 구체성

교육내용 타당성 ○ ○

참여적 교수방법 ○

강사능력 ○

현업적용계획 수립 ○ ○

<표 Ⅳ-18>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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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
Hayes의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해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

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변인 B 표준오차 LLCI ULCI
상수 1.4921 .7544 .0071 2.9771

전이효능감 .3840 .1827 .0243 .7437
상사지원 .3369 .2201 -.0963 .7702

전이효능감 × 상사지원 -.0198 .0522 -.1226 .0829
R .6228
R2 .3879
F 58.5178***

주) *: p<.05, **: p<.01, ***: p<.001

<표 Ⅳ-19>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이 갖는 조절효과 검

증 결과에 대응하는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3. 상사지원은전이효능감과교육훈련전이의관계를조절할것이다.

조절효과 분석모형은 전체 분산의 38.79%를 설명하고,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F=58.5178, p<.001),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이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효과크기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사지원이 전이효능

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표 Ⅳ-20> 참조).

분석내용
가설검증
결과

가설 3. 상사지원은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표Ⅳ-20> 전이효능감과교육훈련전이의관계에서상사지원의조절효과관련가설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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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가.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영향관계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영

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에 따라 영향관

계가 설정된 변인 간 관계를 경로분석의 외생변수인 학습 유의미성, 전

이효능감, 교육훈련 전이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학습 유의미성의 관계
교육훈련설계 속성 변인 중 일부는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유의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설

계 속성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향력의 크기순으로 교육내용 타

당성(=.263, p<.01), 현업적용계획 수립(=.175, p<.01), 참여적 교수방법

(=.162, p<.01), 강사능력(=.157, p<.05)이 학습 유의미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훈련설계 속성이 교육훈련에 대한 유용

성 인식을 포함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박재환(2015), 황보준(20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잘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일

수록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유용하다는 학습자의

인식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전정보 구체성은 학습 유의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044, p>.05), 이는 교육과 관련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점

이 시간상으로 교육훈련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중에 나타나

는 교육훈련설계 속성들보다는 교육훈련이 종료된 직후에 학습자가 인식하

는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감과 시간적 간극, 즉 정재삼(2011)이 언급

한 ‘전이거리’가 길다는 점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Massenberg, Schulte와 Kauffeld(2017)는 Holton과 그의 동료들(1998;

2000)이 제안한 학습전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각각 어느 시점의 전이동기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이동기의 시점을 교육 전, 후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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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점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중 학습자 준비도는 교육 전

전이동기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를 해석하자면,

사전정보 구체성은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보다는 교육훈련 전 교육훈련과

관련된 학습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감의 관계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학습 유의미성이 전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 교육훈련설계 속성 변인 중 일부와 학습 유의미성은 전이효능감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훈련설계 속성

과 전이효능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내용 타당성(=.207,

p<.001), 현업적용계획 수립(=.165, p<.01)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전정보 구체성(=.058, p>.05), 참여

적 교수방법(=-.023, p>.05), 강사능력(=.107, p>.05)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o, Mattila와

Tao(2008), 이은용, 황정현, 이수범(2011), 송인숙, 권상집(2017) 등의 선

행연구들은 교육훈련설계 속성이 전이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교육훈련설계 속성으로 다룬 변인 중 과

반수가 전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

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훈련설계 속성은 전이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더불어 전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된 학습 유의미성은 그 어떤 교육훈련설계 속성보다도

전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316, p<.001), 이

는 학습자가 교육훈련 경험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가치가 있었다고 인식한

다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행동을 실제로 자신의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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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구체성을 제외한 교육훈련설계 속성 변인들이 모두 학습 유의

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학습 유의미성은 교육훈련

설계 속성과 전이효능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

다. 후술한 바와 같이, 학습 유의미성은 교육내용 타당성, 참여적 교수방

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립과 전이효능감의 관계를 실제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미루어보면, 교육훈련이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다면, 학습자는 자신이 경험한

교육훈련이 가치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느끼면 교육훈련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유의미성이 전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교육

내용 타당성과 현업적용계획 수립이 여전히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 교육내용 타당

성은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 일반적 원리 제시, 다양한 사례 제시의 개

념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교육내용은 교육 프로그램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학습자의 현업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고, 리더십 행동을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현하기 위한 원리 또는 원

칙을 다루며,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리더십 행동이 실제 현업에 어떻

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내용의

현업적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황 및 행동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

하는 것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학습자가 현업에 복귀하여 교육훈련을 통

해 학습한 내용들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교육내용 타당성과는 다르게 보다 학습자

개인에게 초점을 둔 속성으로, 교육내용을 학습자가 스스로 정리하고, 학

습만으로는 막연할 수 있는 현업적용에 대한 청사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현업에 돌아가서도 목표의식을 잃지 않도록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행동들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내용의 현업적용

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감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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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전정보 구체성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전이효능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사전정보 구체성은 학습 유의미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보다는 교육훈련 전 교육훈련과 관련된

학습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전이효능감은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426,

p<.001),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실증한 많은 연구결과들

을 지지하였다(예: 박영용, 김진모, 2008; 이진화, 2009; 이찬 외, 2013).

학습 유의미성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112, p>.05),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전이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전이효능감

을 매개로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학습 유의미성은 반드시 전이효능감을 통해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한다는 것인데, 후술한 바와 같이, 전이효능감은 학습 유의미성과 교

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실제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는 전이효능감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성 반응과 과업수행의 관계

를 완전매개한다는 Baron과 Morin(2010)의 연구결과와도 부합된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자면, 학습자가 교육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고자 하

는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은 학습자의 실제 교육훈련 전이의 수준을 제

고하는 핵심적인 선행요건이며, 교육훈련설계의 질을 높이는 것과 자신이

참여한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의미감을 제고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현업

적용 자신감을 촉진하는 방법의 일환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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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교육훈련설계 속성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 교육훈련 전이와 교육훈련설계 속성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의 단

일매개효과,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 그리고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

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5개의 교육훈련설계 속성 중

사전정보 구체성을 제외하고 교육내용 타당성, 참여적 교수방법, 강사능

력, 현업적용계획 수립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정보 구체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사전정보 구체성은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정보 구체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훈련에 참여하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충

분한 이해를 토대로 교육에 빠르게 몰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교육 관련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 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을 매개로 교육훈련 전이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시점과 교육훈

련 종료 후의 시간적 간극이 다른 교육훈련설계 속성 변인들에 비해 길

어서, 사전정보의 구체성은 교육훈련 종료 후보다는 교육훈련 전 학습자

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 관

련 사전정보가 학습자의 이른 몰입을 촉진함으로써 교육훈련 전이를 촉

진한다는 논리와 교육훈련 전에 제공된다는 시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에는, 교육 관련 사전정보는 오히려 교육훈련 전 혹은 초반부에 갖는 학

습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



- 119 -

다. 이러한 학습자 특성의 예로는 수행기대, 학습동기, 교육 초반부의 교

육몰입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정재삼(2011)은 학습이 학습

자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지각하도록 돕는 것은 학습과정 전 또는 초반부

에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촉진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2) 교육내용 타당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내용 타당성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와 학습 유의미성 및 전

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서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 타당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 타당성의 간접효과 계수를 확인해보면, 다른 어떤 교육훈련설계 속

성보다도 교육훈련 전이를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통적으로 다수의 교육훈련 전이 관련 선행연구들이 교육내용 관련 변인

을 핵심적인 교육훈련설계 속성으로 다루어왔다는 맥락을 반영한 결과로

도 이해할 수 있다.

교육내용 타당성이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

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내용의 타당성이 교육에 대한 반응과 전이효능감을 통해서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할 것이라는 Bhatti와 Kaur(2010)의 주장과도 유사한 결과이

다. 결과적으로 교육내용 타당성이 업무와 깊은 연관성을 가짐으로 인해

서 느끼는 교육경험의 유의미성과 교육내용에서 다루는 내용이 학습자가

겪고 있는 리더십 문제 또는 상황을 잘 반영하여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하다는 인식이 궁극적으로 교육훈련 전이를 촉

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내용 타당성은 교육 프로그램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자체

로서 학습자는 교육내용이 잘 구조화되어 있을 때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은 Baldwin과

Ford(1988)가 동일요소가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주요 원리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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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강조한 이래로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빈

번히 강조되어 왔다. 교육의 내용이 학습자의 업무장면을 충분히 유사하

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교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것이다. 결국, 교육한 내용

을 다양한 상황에서 변용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교육의 내용을

적절히 습득하는 것이 교육훈련 전이 촉진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교육내용에서 리더십 행동의 일반적

원리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 원리 제시는 교육내용의 업무관련

성과는 방향성이 다소 다른 논리로, 리더십은 학습자가 처한 다양한 상황

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 원리는 특정 리더십

행동이 상대에게 어떠한 감정을 들게 하는지, 어떠한 인식을 촉진하는지

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그 행동이 왜 그렇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현업에 복귀한 후 다양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였을 때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변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리더십 행동을 탐색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더십 교육 프로

그램에서 다루는 개방형 스킬은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한정된 상황

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현되어야 하므로 교육내용에 관한 근거원

리들이 교육내용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어 왔다(Goldstein, 1986;

Yelon & Ford, 1999).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리더십 교육에서 완전학

습(mastery learning)을 추구하는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Bloom(1964)

은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과제의 90% 이상을 학습한 상태를 완전학습으

로 바라보았는데, 지식의 습득이 중요한 하드스킬의 교육에는 내용의 암

기가 학습의 주요차원인 반면,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관건인 소프트 스킬의 교육에서는 리더십 행동 자체를 이해하는 것

보다도 그러한 행동이 어떤 논리로 인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완전학습의 개념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

원리 제시가 중요시되는 맥락에서 이해하였을 때, 교육내용 타당성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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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을 매개로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한다

는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내용이 일반적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완전학습

을 추구하는 것이 학습자로 하여금 교육훈련의 경험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며, 교육내용을 온전히 이해했다는 인식을 고취시켜 교육훈련 경험이

의미가 있었다고 느끼도록 하고, 자신에게 닥칠 다양한 상황에서도 리더

십 행동을 적절히 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내용에서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다는 것은 상기한 동일요소의 원

리와 일반적 원리를 모두 추구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육훈련에

서 다양한 현업적용 사례에 대해 다루는 것은 교육내용이 적용되는 현업

에서의 실제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요소의 원리를 추구한다면, 그

사례를 다양화함으로써 사례 간 상황의 차이 및 그 상황에서 발현되는

리더십 행동의 차이를 포착하고 학습자가 구성주의적 학습관에서 강조하

는 바와 같이 스스로 리더십 행동에 대한 가이드를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는 점에서 일반적 원리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교육장에서만 논의되고 연습했던 내용들이 실제상황에서

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아웃풋 이미지(output image)를 제

공하여 궁극적 교육목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낸다. 이는 학습자가 교

육내용의 현업적용 상황을 교육훈련 내내 상상만 한 채로 현업에 돌아가

리더십 행동 발현을 시도해봄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리더십 행동의 결과

로 나타나는 미지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교육훈련에서 현업적용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현업

적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이 목표로 하였던 리

더십 행동을 성공적으로 발현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현업적용 사례는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많은 수를 제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양한 상황들에서의 리더십 행동 패턴과 그 결

과를 확인하는 것은 학습자이 각 사례가 갖는 상황적 차이점을 포착해내

고,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는 자신만의 기준점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즉, 학습자는 서로

다른 다양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나름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리더십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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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스스로 선택하여 시도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능력이 함양된다면

학습자는 자신이 교육훈련을 통해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에서도 상

황의 속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발현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리더십 교육의 내용은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혹은 빈번하

게 겪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 다루어 교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리더십

행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이러한 리더십 행동들이 학습

자가 현재 현업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현

업적용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그 사례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리더십 행동이 과연 어떤 원리와 기작에 의해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에 대한 정보와 단서를 제공하는 일반적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교육내용 내재화를 촉진하여 교육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3) 참여적 교수방법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참여적 교수방법은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를 통해서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적 교수방법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

감의 단일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적 교수방법이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한다는 결과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성에 대한 메

타분석을 실시한 Lacerenza 외(201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시사점을 갖

는다. 그들에 의하면 정보전달만으로 구성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시연(demonstration)과 연습(practice)이 적절히 조합된 교육 프로그램이 학

습자들의 학습과 교육훈련 전이를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교수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그저 보고 듣는

수동적인 학습에서 나아가 학습자가 스스로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현장감있는 학습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구성주의적 학습

철학의 관점에서 학습자가 직접 참여해서 학습하는 것은 중요하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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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추구하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상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에

게 맞는 지식과 행동원리를 구성해야 하며 이러한 학습은 단방향적 소통

에 의한 강의로는 달성되기 어렵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학습은 유의

미한 지식의 구성 과정이고, 여기에서 학습자는 지식 구성의 주체가 되

기 때문에(박성익 외, 2011),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고려하여 교수를 설계할 때에는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이 학습자와 관련된 실제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Brooks & Brooks, 1993), 이러한 문제들을 교수와 학습자 간 또는

학습자 서로 간의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Brooks & Brooks, 1999), 학습

자들이 서로가 갖는 학습내용의 의미를 공유하고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여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김진모, 황영훈,

손규태, 채리, 2015).

이렇듯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을 반

영하여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경험을 보다 의미있

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을 스스로 구성한다는 것의 의미

는 특정 지식이 학습자에게 내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미한 학

습은 새로운 장면으로의 전이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Bereiter, 1995; Mayer & Wittrock, 1996) 리더십 행동의 발현을 촉진하

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은 학습자와 강사가 적극적으로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주며, 직접 워크시트를 작성 및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역할연기와

같이 학습자가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강사능력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강사능력은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

해서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사능력과 교

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능력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볼 때에도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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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습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내용

을 학습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강사이기 때문이다.

강사의 역할은 컨텐츠 자체가 아니라 그 전달자의 역할이며, 강사는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교육장면을 즐겁고, 활기차며, 몰입되고, 동기를 자극할 수 있도록 만드

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그 역할

을 해낼 수 있는 요소이다. 말하자면 같은 교육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그

내용을 적절히 소화해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강사의 역할에 따라

학습수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강사의 전문성은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강사 능력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변인

들에 비해 최우위에 있는 반면에 전이에 대한 영향력은 그 우선순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확인된 윤현진 외(2012)의 연구결과, 그리고 교육훈

련 전이에 대한 강사능력의 영향력도 높지만, 특히 전반적 만족도에 대

한 강사능력의 영향력이 다른 어떤 요인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 임한성(2017)의 연구결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강사가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행위도 학습

자들의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된다. 강사의 피

드백은 학습자가 교육내용을 적절히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해주고, 나

아가 학습자가 보이는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교정해준다.

이러한 피드백은 학습자마다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은데, 동질한

집단이 모였다고 가정하였다고 해도 학습자마다 교육내용의 이해도가 서

로 다르며 관련 스킬의 수행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은 비록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

입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효과성을 촉진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하다.

개별적 피드백은 충실한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

교육에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자신이 교육내용

을 적절히 이해하였는지, 또 교육에서 배운 리더십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발현예시가 적절한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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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과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서로의 행동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장에서 처음 만난 경우가 대부분인 학습자들

끼리 이러한 피드백을 서로 제공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로 관

계를 형성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 프로그램에 학습자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지식과 스킬의 적정수준이 있다면, 이를 달성하였는

가는 동료 학습자보다도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원리에

입각해 리더십 행동의 소위 모범답안을 갖고 있는 강사가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강사는 교육내용을 단순히 전달만 할 때 학습자가 느낄 수 있

는 학습의 결핍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모니터링 및 검토하

고, 그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교육훈련 경험을 더욱 풍부하

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강사가 교육내용을 잘 구조화하고, 학습자

들의 심층질문과 관련해서도 막힘없이 의사소통하며, 학습경험의 역동성

을 높여 학습자들의 몰입을 촉진한다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교육

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가치가 있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단순히 정해진 교육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보유한 강사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개인이 스스로 결핍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지식

을 채워나가고, 교육 프로그램이 다루지 않는 현업적용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게 되면 학습자는 자신이 처한 현업상황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리더십 행동을 새로이 현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의 완화는 결과적으로 학습자에게

교육훈련 경험을 통해 학습한 지식과 행동들을 충분히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실제 교육내용의 현업적용이 더욱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사의 능력은 특히 직무교육보다도 리더십 교육

에서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리더십 교육의 경우 그 내

용이 현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학습자 개별의 내재화

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내용이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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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강사는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해 어떻게 적용되

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문제에 대한 가이

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잘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일선의 강사들이 적절한 전문성

을 보유하는 것이 교육훈련 전이 촉진의 필요조건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몇몇 연구에서는 강사의 능력이 교육훈련 전이에 큰 영향을 미치

는 핵심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성희, 2013; 윤현진 외, 2012; 이은용,

황정현, 이수범, 2011; 정완영, 이민세, 지용익, 김찬중, 2013).

5) 현업적용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와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서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업적용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전

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의 단일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가 현업적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개별적

으로 현업에 복귀한 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

는다면, 학습자들은 교육장을 떠난 순간 언제 마주칠지 모르는 리더십

요구 상황들을 마주하는 것을 미지의 세계에 발을 뻗는 것과 비슷한 느

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쩌면 학습자들은 현업에서 리더

십 행동을 발현해야 할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이 다가온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 자신의 행동양식에 따라 행동할 여지가 크다. 그

러므로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

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자주 마주하는 리더십 상황에

는 무엇이 있으며, 그 상황에서 자신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조직풍토, 팀 구성원 간 관계 등 특정 리더

십 행동의 발현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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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들을 마주하였을 때 학습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

을 미리 수립해두어야 한다.

리더십 교육의 가치는 리더십 관련 이론을 암기하거나 리더십 행동에

대한 지식의 습득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의하게 변화시키는 데에 있다. 리더십 교육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해야 그 진정

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은 학습자가 교육장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

에 대한 약속과 다짐을 받아내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동가이드를 스스로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를 그 역할로 이해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업적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Knowles(1986)가 제안한 학습계

약(Learning Contract)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학습계약은 학습자

가 스스로 어떻게 학습할지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자기주도성을

촉진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교육장에서 일어나게 되지만, 그 교육이 의

미를 갖기 위해서는 목표행동이 반드시 학습자의 일터에서 발현되어야

하므로, 진정한 학습의 효과성은 학습자의 주도적 노력 고하에 따라 달

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는 교육장을 떠난 이후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학습자가 스

스로 현업적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행동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더욱 리더십 교육의 본질

인 실제적 행동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교육 프로그램이 충실히 수행한다면 학습자는 현업으

로 돌아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

한 답을 찾게 되고, 자신을 독려함으로써 교육훈련의 경험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말하자면, 학습자가 자신에게 맞는 현업

적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는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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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는 교육을 받았고, 교육이 보람 있었으며, 그 교육을 통해 쓸 만

한 내용을 얻어간다고 생각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교육장을

빠져나온 후로부터 빠르게 휘발될 수 있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개인에게 적합한 행동가이드를 확보하여 현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교육훈련 경험을 더욱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기억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참여한 교육훈련이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한 학습자는 그 교육훈련에서 자신의 업무 상

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행동지침과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교육훈련

에서 다루는 리더십 스킬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보다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리더십 행동을

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업적용계획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 발현

상황과 행동계획을 모호하지 않고 되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

으며, 특정 시기별로 특정 행동을 집중해서 발현해볼 수 있도록 단계별

현업적용계획을 세우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

한 결과, 상사지원은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이효능감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은

상사의 지원 수준의 고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상사

지원이 교육 후 자기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곽대

영(2006)의 연구결과와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

은 논의들을 고민해볼 수 있다.

먼저, 상사지원이 학습자의 어떤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상사의 지원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올바른 리더십 행동의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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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상사지원의

역할은 학습자의 교육훈련 전이를 더욱 수월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상사지원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학습자의 전이효능감에 선행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이해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 전이효능감은 교육훈련 종료

직후에만 확인하였으며, 현업복귀 후 학습자의 전이효능감에 관해서는 확

인하지 않았다. 만약 전이효능감이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 것

으로 이해한다면, 상사의 지원이 현업복귀 후 전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거나, 교육 종료 직후 전이효능감과 현업복귀 후 전이효능감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가설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상사지원이 교육훈련 전이에 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해 선행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예로 Chen, Li와

Leung(2016)의 연구에서는 상사지원이 전이동기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들의 일

반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상사의 지원이 오히려 전이동기를 낮

추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업무에 대한 통제소재(Locus of Control)가

높은 학습자들은 오히려 상사의 지원이 전이동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상사지원이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단서제공과 독려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반면에, 학습자가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거나 교육

내용의 자율적인 현업적용을 간섭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다. 즉, 상사지원은 항상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의 개입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 상사가 교육훈련 전이를 지원하는 행동을 보였는

지보다 그 적절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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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와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첫째,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련설계 속

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 구명, 둘째, 기

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

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 및 전이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명, 셋

째,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가 인식한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 구명을 연구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연구대상으로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체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자체 리더십 교육체계를 보유하고 있

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대기업의 목록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

서 첫째, 중간관리자 대상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둘

째, 가능한 다양한 단위 조직(예를 들어, 사업부, 부서 및 팀)의 학습자들

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셋째, 소프트 스킬(soft skills)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A사, B사, C사, D사 등 4개

기업의 5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교육훈련 직후와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로 두 차례에 걸

쳐 수집하도록 하였다. 교육훈련 적후 설문은 사전정보 구체성, 교육내용

타당성, 참여적 교수방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립,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등 7개 변인에 대한 45개 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 설문은 교육훈련

전이, 상사지원 등 2개 변인에 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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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수집은 교육훈련 직후와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로 두 차례에 걸쳐 온

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두 설문에 모두 응답한 284

명의 응답자료 중 이상치 2개를 제외한 282명의 응답자료를 통해 자료분

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

이는 서로 간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훈련설계 속성 중 교육내용 타당성(=.263, p<.01), 참여적 교수방법(

=.162, p<.01), 강사능력(=.157, p<.05), 현업적용계획 수립(=.175, p<.01)

은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련

설계 속성 중 교육내용 타당성(=.207, p<.01), 현업적용계획 수립(

=.165, p<.01)과 학습 유의미성(=.316, p<.001)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유의미성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112, p>.05), 전이효능감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26, p<.001).

둘째,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학습 유의미성

의 단일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련설계 속성 중 교육내

용 타당성(B=.093, p<.05), 현업적용계획 수립(B=.069, p<.05)은 전이효능

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교육훈련설계 속성 중 교육내용 타당성(B=.038, p<.001), 참여적

교수방법(B=.023, p<.05), 강사능력(B=.023, p<.05), 현업적용계획 수립

(B=.023, p<.05)은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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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교육훈련 전이는

서로 간 영향관계에 있었는데, 먼저, 전이효능감은 교육훈련 전이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

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이 교육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학습 유의미성

은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

습자들의 현업적용 자신감을 북돋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학습자들

의 의미감을 고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

련 전 요구를 분석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피드백을 분석해 어떠한 점

에서 그들이 참여한 교육이 가치가 있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확인하

고, 이를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

련설계 속성 중 교육내용 타당성, 참여적 교수방법, 강사능력, 현업적용

계획 수립이 학습 유의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교육내용 타당성, 현업적용계획 수립이 전이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육이 의미가

있었고, 참여할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인식을 제고하며, 나아가 교육내용

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교

육내용을 타당하게 설계하고, 학습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교육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강사의 수준을 제고하며, 현업적용계획 수립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속성들을 고려하여 교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은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훈련설계 속성 중 교육

내용 타당성,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전이효능감의 단일매개효과를 통해서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내용

타당성, 참여적 교수방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립은 학습 유의미성

과 전이효능감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통해 교육훈련 전이에 간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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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훈련설계 속성,

학습 유의미성, 전이효능감 및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가 분절적이지 않고,

교육훈련설계 속성이 일관된 맥락에서 학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을 매

개로 하여 교육훈련설계 속성이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교육훈련 전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

습 유의미성과 전이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훈련설계 속성

들을 탐색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사지원은 전이효능감과 교육훈련 전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훈련 전이

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업무환경 요인으로서 상사지원의 중요성이 선행연구

를 통해 여러 차례 부각되어 온 바 있다. 그러므로 상사지원이 교육훈련 전

이 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기보다는,

교육훈련 전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 간에서 상사지

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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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설계 속성과 교육훈련 전이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추가

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전에 학습자에게 개입

하는 교육관련 사전정보 제공, 교육 전 상사의 독려가 교육훈련 전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변인들의 특성과

기대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이 변인들은 학습 유의미성이나 전이효능감

보다는 오히려 교육훈련에 충실히 참여하도록 하는 수행기대, 학습동기,

교육몰입 등 교육훈련 전 또는 초반부에 학습자의 심리상태와 더욱 연관

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육훈련설계

속성 변인들은 그 주체가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 담당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 속성별 특성에 따라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경로는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영향관계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변인을 찾아내는 것은 교육훈련 전이 연구에

의미 있는 기여가 될 것이다.

둘째, 현업복귀 후 전이효능감과 그 촉진요인들에 관해 살펴보는 연구

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후 전이효능감

은 교육훈련 전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이

효능감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기보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학습자의 심리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교육훈

련이 종료된 직후에 학습자가 당장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업에서 리더십 행동을 통해

성공경험을 갖거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등 주변의 독려로 인해 교육내

용 현업적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업복귀 후 전

이효능감에 대해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이 현업복귀 후 전이효능감을 촉

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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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육훈련 종료 후 교육훈련설계 속성의 역할에 관해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설계 속성으로 교육훈련 전에 제공되

는 사전정보의 구체성과 교육훈련 중에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 교수방법,

강사능력, 현업적용계획 수립 등을 교육훈련설계 속성으로 설정하고 이

변인들이 교육훈련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속성들 이외에도 교육 후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 사후학습 지원 등

교육훈련 종료 이후에도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

는 교육훈련설계 속성들이 있다. 이에 교육 프로그램이 사후학습의 여건

구축 수준과 학습자의 실제 사후학습 여부 또는 수준의 연관성을 살펴보

고, 사후학습이 교육훈련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후속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실천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 전이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

양한 활동들을 고안해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교육훈련 전이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은 모두 전이효능감을 통해서 교육훈

련 전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

로 전이효능감이 교육훈련 전이를 예측 및 촉진하는 핵심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면,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이효능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리더십 교육 효과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

를 들면, 학습자의 리더십 이슈와 관심사항, 어려움과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오는 사전과제를 미리 작성해오거나, 나아가 학습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전 제시된 현업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촬영하여 교육장으로

가져오고, 그에 대해 강사 및 동료 학습자 간 논의 및 피드백을 통해 자

신의 행동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

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습자들에게 리더십 사례로 받아들여지면서, 학습

자들의 스키마(schema)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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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은 올바른 리

더십 행동의 내재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긍정적

인 감정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실제 현업에서 도움이 되기 위

해서는 어떠한 교육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해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에는 학습자들의 이미 해당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통해 교육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기에 어떠한 점이 어려웠는지에 대해 파악하며, 교육에 필

요한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

교육마다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분석하고, 이를 추후 교육 프로그램에 반

영하여 마치 실험연구와 같은 형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

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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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교육훈련 종료 직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OO사의 OO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현업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있어서 이번 교육을 통해

학습하고 고민하신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설문지는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O월 O일(O)~O일(O) 진행된 「OO사의 OO과정」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를 파악하여 기업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 보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은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상 응답시간은 10분입니다.

귀하의 성실한의견이이교육을개선하고보완하는데귀중한자료가 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귀하의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관심을

갖고 성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에 응답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O월 O일(O)까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O.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지도학생: 손규태

지도교수: 김진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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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hk

사전정보 구체성
다음은 이 교육에서 교육 전 학습자에게 
제공한 사전정보의 구체성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이 교육은 내가 교육을 받기 전, 교육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교육은 내가 교육을 받기 전,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교육은 내가 교육을 받기 전, 교육목표에 관한 사전 

안내를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교육은 내가 교육을 받기 전, 교육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역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hjkhk

교육내용의
업무관련성

다음은 이 교육의 내용이 업무내용과 
연관된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이 교육의 내용은 실제 나의 현업에서의 상황과 

일치하는 면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교육의 내용은 현업에서 내가 마주하는 상황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교육에는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교육에서는 내가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내용을 다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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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원리
제시

다음은 이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일반적 
원리의 제시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이 교육에는 교육내용의 바탕에 깔려있는 이론적 

원리들을 설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교육에는 교육내용에서 다루는 행동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교육에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교육내용이 적용되는 

기초적 원리를 설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교육에는 교육내용에서 다루는 행동들이 어떠한 

원리에 따라 기능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hjkhk

다양한 사례 제시
다음은 이 교육이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이 교육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교육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다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교육에서는 교육내용과 관련된 우수/비우수 사례가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교육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실제사례가 제시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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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교수방법

다음은 이 교육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활용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이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실습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교육에서는 내가 직접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교육에서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교육에서는 내가 이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이 교육에서는 나의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주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hjkhk

강사의 전문성 다음은 이 교육의 강사가 갖춘 전문성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강사의 교육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강사의 전문지식은 뛰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3 강사는 충분한 활력과 열정을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강사의 강의기술은 뛰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5
강사는 참여자들을 교육에 참여하도록 동기유발시키는 

능력이 뛰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 161 -

hjkhk

개별적 피드백 
제공

다음은 이 교육에서 학습자가 적절히 
학습하고 있는지 여부를 강사가 안내한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이 교육에서 나는 강사로부터 내가 교육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교육에서 나는 강사로부터 내가 배운 것을 교육 후에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교육에서 내가 강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교육에서 내가 강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나의 현업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이 교육에서 내가 강사로부터 받은 피드백은 나의 

성향과 능력 등 나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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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목표 설정
다음은 이 교육이 학습한 내용의 
현업적용을 위한 전이목표 설정을
촉진한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이 교육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설정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교육에서는 내가 현업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행동변화를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교육에서는 내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현업에서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도전할만한 목표가 세워졌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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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계획 수립
다음은 이 교육이 학습한 내용의 
현업적용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을
촉진한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이 교육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실천계획을 수립할 시간을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교육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한 

자기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교육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교육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현업에서 

더 잘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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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유의미성
다음은 이 교육이 귀하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경험이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이 교육은 나에게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교육은 나에게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교육에서 쓴 시간과 노력은 아깝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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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효능감
다음은 귀하께서 이번 교육내용을 
현업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재의 업무에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마음먹기만 하면 이번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내 

업무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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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해 묻는 문항입니다.

*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미응답이 한 문항이라도 있을 시, 분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3 현 직장에서 귀하의 근속연수는? (     )년 (     )개월

4

귀하의 직급은?

* 현 직장에서 보기와 같은 

직급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기업 직급의 구분에 

따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리급 ② 과장급  ③ 차장급 ④ 부장급

5
현재 단위조직의 리더이신 경우, 

리더가 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년 (     )개월



- 164 -

[부록 2] 설문지 (교육훈련 종료 1개월 후)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OO사의 OO과정」을 이수하신지 약 1개월이 지났습니다.

「OO사의 OO과정」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지난 O월 O일(O)~O일(O)에 진행되었던 「OO사의

OO과정」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서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신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OO사의 OO과정」을 개선, 보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은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상 응답시간은 5분입니다.

귀하의 성실한의견이이교육을개선하고보완하는데귀중한자료가 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귀하의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관심을

갖고 성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설문 응답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O월 O일(O)까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O.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지도학생: 손규태

지도교수: 김진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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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전이
다음은 「OO사의 OO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현업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 교육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교육에서 학습한 내용 덕분에 나의 업무수행이 

향상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 교육의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여 상사나 

동료로부터 업무수행이 향상되었다는 얘기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 교육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보려고 시도해 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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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지원

다음은 「OO사의 OO과정」을 통해 학습한 것을 
현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상사(*)가 
보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상사: 귀하에 대한 평가 권한을 가진 직속상사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1

나의 상사는 내가 이 교육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간을 마련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상사는 내가 이 교육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상사는 내가 이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상사는 내가 이 교육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상사는 내가 이 교육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업무에 적용했을 때 나를 인정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상사는 내가 이 교육에서 배운 것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현업적용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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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Design Factors,

Meaningfulness of Learning, Transfer Self-Efficacy,

Supervisor Support, and Training Transfer Perceived by

Participants of Corporat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By Kyu-Tae Sohn

Dissertation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20

Major Advisor: Jin-Mo Kim,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design factors, meaningfulness of learning, transfer

self-efficacy, and training transfer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upervisor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nsfer self-efficacy

and training transfer perceived by participants of corporat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study is participants of the corporate

leadership training program. Data collecting was conducted by two

period. The first data collecting was conducted through online survey

platform during the week right after the training. The second data

collecting was conducted through online survey platform during the

week after 1 month later of the training. A total of 282 responses of

participants of 5 leadership programs of 4 corporates was returned.

SPSS Statistics 23.0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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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raining design

factors, meaningfulness of learning, transfer self-efficacy, and training

transfer had influenc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Specifically, 4 out of

5 training design factors—contents validity, participatory training

methods, competency of trainer, and planning training transfer plan—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meaningfulness of learning; 2 out of 5

training design factors—contents validity and planning training transfer

plan—and meaningfulness of learning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ransfer self-efficacy; meaningfulness of learning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raining transfer; transfer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raining transfer. Second, meaningfulness of learning and transfer

self-efficacy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ining design factors and training transfer. Specifically, meaningfulness

of learning had no significant single-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4 out of 5 training design factors and training transfer; transfer

self-efficacy had single-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2

out of 5 training design factors—contents validity and planning training

transfer plan—and training transfer; meaningfulness of learning and

transfer self-efficacy had double-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4 out 5 training design factors—contents validity, participatory

training methods, competency of trainer, and planning training transfer

plan—and training transfer. Third, supervisor support had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er self-efficacy and

training transfer.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urther study

should explore more variables that act as media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design factors and training transfer. Second,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effect of transfer self-efficacy that workers

acquire once they get back to work from training program,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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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ransfer self-efficacy. Third, the effects of

training design factors after training program should be identified.

Fourth, the designers of leadership program have to find the

alternatives encouraging transfer self-efficacy of trainees. Fifth, the

designers of leadership program have to analyze the needs of

participants before designing the contents of the program and feedback

after the leadership program is finished.

Key words: Leadership Development, Leadership Training,
Training Transfer, Training Design Factors,
Meaningfulness of Learning, Transfer Self-efficacy,
Supervisor Support

Student Number: 2015-3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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