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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교육자의 교육훈련충족도에 따라 조직의 결과변수인 조직몰입이나 이직의 

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했다. 또한 교육훈련 연구 분야 

에서 중요과제로 지적되던 개인특성변수인 자기유능감이 위의 두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 

는 가를 연구하였다 교육훈련충족도 측정을 위해서 10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 

은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15개월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S보험회사 설계사 507명을 대 

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육훈련충족도띄 모든 하위변수들과 조직몰입과는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교육자료나 학습전이풍토， 경력유용성 등은 조직볼입 

에 높은 설명력을 갖는 변수들이었다. 교육훈련충족도의 하위변수인 직무유용성과 이직 

의도와의 관계는 유의한 負의 관계가 나타녔으나 그 관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회 

귀분석에 의하연 조직몰입에는 교육자료， 전이풍토， 경력유용성. 직무유용성 등이 중요 

하였고， 이직의도에는 경력유용성이 중요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충족도 변수와 조 

직 결과변수인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육훈련 

충족도 변수 중 필요성 분석， 교육주제와 내용， 교육자료， 직무유용성， 경력유용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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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풍토 변수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여 주었다. 교 

육훈련충족도 변수 중 경력유용성， 전이용토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은 부 

분매개 효과， 교육자료 및 직무유용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키워드 교육훈련충족도， 펼요성 분석， 전이풍토， 자기유능감， 조직볼입， 이직의도 

1. 서 론 

어느 조직에서나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교육훈련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급격한 

기업 환경의 변화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신속한 기술 발전으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더 

욱 강조되고 있다[London 1989 , Clark & Dobbins , 1993]. 

미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는 한해 공식적인 기업 교육훈련 비용은 약 400억$ 이 

상[Lee ， 1988)이었으나 1995년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에만 약 520억$， 전체로 

는 900-1000억$[Farr & Sullivan , 1996)에 이를 만큼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 교육훈련 비용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학계나 실무계에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훈련의 연구 분야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버이론적이며 유행 (fad)의 성격이 강하고[Goldstein ， 1993), 교육훈련 기법에 

초점을 맞춰 유효성 검토가 많았고， 교육훈련 환경이나 교육훈련 기법에 관한 이론적 배 

경이 부족하여 교육훈련의 유효성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Noe ， 1986)는 지적이 

다. 그러므로 교육훈련 분야 연구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 가운데 연구논자들에 

의해 제기된 주요 과제의 하나가 지금까지 비교적 간과되어 왔던 개인적인 변수와 관련 

한 교육훈련 유효성 검토 연구이다. 

Campbell (1 988)은 교육훈련 유효성에 대한 개인특성 변수 및 상황특성 변수의 연구 

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훈련 참가자의 목표나 기대， 자기유능감 수준 동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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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특성 변수와 강화와 별， 멘터의 사회적 지원이나 또는 사회화 과정과 같은 상황변수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Mathieu (l993) 등도 교육훈련 모티베이션과 자기유능감， 

성격 등에 따른 교육훈련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고. Clark(1993) 등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많은 논자들이 교육훈련 모티베이션에 개인수준의 변수에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lBaldwin & Ford. 1988: Colquitt et a l.. 1998: Noe & 

Ford. 1992). 나아가서 Tannenbaum과 Yukle (l 992)은 개인변수들은 교육훈련 전 

그리고 교육훈련 기간 중， 그리고 실시 후 등 전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래의 

연구에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개인수준의 변수뜰 예 

컨대 교육훈련유능감， 성취동기， 교육훈련에 대한 태도 등이 교육훈련 모티베이션에 미 

치는 영호t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lCarlson et a l.' 2000) 본 연구에서도 개인 수준의 

변수인 자기유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교육훈련 충족도와 조직 결과변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교육훈련 참가자 개인이 교육훈련에 대한 태도와 충족도에 따라 교육훈련의 유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훈련에 대해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교육내용과 방법에 

만족하고 직무에 유용성이 높고 경력관리나 승진， 자기개발에 유용성이 높은 경우는 교 

육훈련의 성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이 교육훈련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바와 그것이 달성되는 정도에 따른 교육훈 

련충족도가 교육훈련의 장기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교육훈련의 충족도에 따른 조직의 결과변수인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관계 

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교육훈련 참가자의 자기유능감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충족도와 위 양자의 관계를 매개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기유능감에 따라 교 

육훈련의충족도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에 따라 조직의 성과도 달라지게 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충족도가 조직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 

들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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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이론적 배경과 연구과제 

1. 교육훈련충족도 개념 

조직에서 피훈련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할 때는 어떤 형태나 수준이든 ‘기대.를 가지고 참 

가한다， 개인은 서로 다른 기대와 욕구를 가지고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것이다(Hoiberg 

& Berry. 1978J. 이때 조직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이 참가자 개인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통일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교육훈련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훈련에 대한 참가자의 개인의 기대와 관련한 충족정도를 Tannenbaum 

(1991. p.759) 동은 교육훈련충족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훈련충족도 개념 

은 Vroom의 기대이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Vroom(1 964)에 

의하면 모티베이션은 유의성과 수단성 그리고 기대의 함수 [M=f(VIE))로 설명한다. 

Tannenbaum 등은 교육훈련충족도(training fulfillment)를 통일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피훈련자가 교육훈련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예컨대 집단훈련참가， 철저한 교육훈련 준 

비 . 적극적 참여 . 기술훈련과 같은 활동은 교육훈련 내용을 정복할 수 있다는(기대 I) 

것이고. 그것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기대II)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주관적 믿음에 근거 

하고 있다. 피훈련자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 가 

운데 피훈련자가 선호하는 것. 예컨대 직무수행능력 향상， 태도변화， 직무기술의 향상과 

같은 일차적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승진， 승급， 자기개발， 경력진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훈련에 참가한 피훈련자가 얻을 수 있는 결과 가운 

데 피훈련자가 선호하는 것은 피훈련자에 따라 다르다. 이것이 교육훈련 유의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통해 얻은 1차 수준의 결과가 2차 수준의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곧 수단성이 된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충족도 개념은 유의성과 수단성 기대가 

통합된 개념이다. 서로 다른 피훈련자가 같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도전적인 교육훈련을 선호하는 경우와 좀 더 쉬운 교육훈련을 선호하는 경우 교육훈 

련충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피훈련자가 무엇을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충족되었다면 만족감은 증대될 것이다 반면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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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는데 충족되지 않았다면(unmet) 실망의 수준， 불만족의 수준은 높을 것이다[Ibid. 

p.760) ‘ 

따라서 교육훈련충족도 개념은 개인차가 크게 반영되는 개념이고， 같은 기대라도 중요 

한 변수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작용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Tannenbaum 등은 교육훈련 

충족도를 가중치가 반영된 가중차이 모형 (the weighted discrepancy modell이라고 부른 

다. 이 이론의 근거를 Locke (1 976)에서 찾고 있다 직무만족은 (a)개인이 원하는바(기대) 

와 얻었다고 ‘지각’하는 것과의 차이 (discrepancy). (b)원하는 것， 부족한 것의 가치와 중 

요성의 두 가지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Lρck. 1976. p.1304J. 교육훈련충족도도 교육훈련 

에 대한 기대와 그로부터 얻었다고 지각’하는 정도와의 차이와 동시에 교육으로부터 얻 

고자하는 것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 총족도는 교육훈련에 대해 개인이 기대하는 바와 충족된 정도라고 

한다면 이같은 교육훈련충족도는 교육훈련의 결과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교육훈련 과정에서 개인은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을 것이고 교육훈련의 성 

과도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훈련충족도는 단기간의 교육훈련 성과도 호냉시 

켜줄 것이지만 장 · 단기적으로 개인의 조직에 대한 태도변수도 크게 개선시켜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교육훈련충족도를 구성하는 변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교육훈련충족도 구성 

1) 교육훈련 펼요성 분석 

교육훈련충족도는 교육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교육훈련자의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훈련에서 필요성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이론이 거의 없다[MeGehee & π1ayer. 1961. Wexley & Latham. 1981. 

Go!dstein. 1993).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 과정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 논자는 McGehee와 Thayer 

(1 961)이다 이들의 이론은 거의 고전적으로 수용된다- 이들의 필요성 분석 과정은 크게 

조직 분석， 직무요건 분석. 대상인물 분석(개인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 분석에서 

는 전체 조직목표， 교육훈련 풍토， 내 · 외부 법적 요건， 그 외 환경적 제약요인， 자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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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영자 지원 관계， 지원팀 구성 등이 분석된다 직무요건 분석에서는 직무수행 요건과 

관련된 지식 (knowledge) . 기술(skill) . 개인의 수행능력 (ability) 둥 KSAs 3요소가 중요 분 

석 대상이다. 개인 분석은 개인이 직무가 요구하는 요건인 지식， 기술， 농력을 갖추고 있 

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펼요성 분석은 조직이나 직무가 요구하는 KSAs와 개인이 갖추 

고 있는 KSAs와의 비교 분석이 핵심이다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은 조직 상황에 비추어 개인이 갖추고 있는 KSAs를 고려하여 조 

직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교육훈련 참가자 

의 욕구를 파악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점에서 교육훈련 성과 유효성에 결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다.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은 참여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동기，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교육훈련 성과와 유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있다， 

교육훈련에서 교육훈련 펼요성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전제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이 

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McEnery와 McEnery(l 987)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필요성 

에 대한 교육 참가자의 본인 평가와 상사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자 간에 큰 관계가 없었 

다 상사들은 2샌의 필요성 관점에서 웅답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점은 필요성분석 

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고 교육훈련은 조직이나 상사의 의도 되로 실시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Noe와 Schmitt( 198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필요성 분석 절차에 긍정적으로 생 

각하는 피훈련자가 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만족하는 수준이 좀 더 높았다. 이 같은 필요 

성 분석은 어떤 훈련에 참가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피훈련자의 기술을 평가하고， 

피훈련자의 훈련 참여의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결정 변수가 되는 것이다 교육훈련 참 

가자의 필요성 분석은 교육훈련에 대한 사전 기대를 파악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피훈련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훈련이 유효하려면 피훈련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된 기대와 그에 따 

른 전반적 만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피훈련자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들은 교육 

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한 교육자료， 강사， 시설，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참여정도， 일정기간 등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명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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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내용은 조직이 교육훈련 참가자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다 어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앞에서 제시한 교육훈 

련 펼요성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직적 측면， 과엽적 측연， 개인적 측면(대상인불) 

에서 필요한지식 (know!edge) , 기술(skill) , 태도(attitude) , 즉 KSAs를 분석한 결과 체계적 

으로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 어떤 유형의 교육훈련을 어떤 대상에게 얼마간의 기간에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훈련 내용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틀은 가네에 의해 제시된 이론 

이 원용될 수 있다[Gagne ， 1984). 가네는 학습이나 교육훈련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고 있다- 첫째. 지적기술(능력)인데 이는 개념， 규칙， 절차 

와 관련된 능력이나 기술을 말한다. 대상이 같거나 다름을 인식하고， 대상 특질을 규명 

할 줄 알고， 정의를 내릴 줄 알며 규칙을 웅용하는 등의 능력을 말한다 둘째， 언어적 

정보인데 대상을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기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편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모두 여기에 해 

당된다 셋째， 인지적 능력 향상 전략인데 이는 지적 능력과 언어적 정보 능력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르친다- 넷째， 동작기술로서， 개인이 조직에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글쓰 

기， 도구 사용과 같은 구체적 통작 활동기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태도인데， 이는 특 

정대상이나 활동에 대한 피훈련자의 선호를 말한다.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 

는 태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같은 가네의 이론은 교육훈련 학습내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영역 

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어떤 영역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대상과 직무특성， 조직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Howel!과 Cooke (1 989)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KSAs의 유형을 조사한 다음에 필요한 학 

습유형을 설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내용과 관련한 교육훈련충족도 요소는 지적능력， 언 

어적 정보능력， 인지적 능력， 동작기술 측면에서 능력의 향상 및 발전이 기대한 바대로 

충족되었는가를 측정 평가하는 것이다 사실 지적능력의 변화를 측정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객관적 개선 지표로 나타난 결과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훈련 참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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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주관적 · 지각적 평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적능력 이 

외. 의사소통과 관련한 언어적 정보능력. 의사결정 추론과 관련한 인지적 능력 등은 교육 

훈련 후 곧바로 나타 난다기 보다 교육완료 후 서서히 장기적으로 발현될 것이다- 따라 

서 교육훈련 후 즉시 평가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같은 측면 

에서 피훈련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교육훈련 방법 

교육방법은 교육주제와 피훈련자의 특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채택되고， 수요 

자의 이해도， 수용도가 높은 방법이 채택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교육훈련 방법은 실제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OJT와 강의식 방법이다 

거의 모든 피훈련자는 OJT형태의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OJT 

외에 기업에서 특별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대부분 offJT형태이다. offJT의 대표적 

형태는 강의식 방법이다. 많은 논-^r들이 강의방법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McGehee & Thayer. 1961: Bass & Vaughan. 1966J. 비판의 초점은 일방적 의 

사소통에 초점이 있었다 수동적이고， 능력. 태도， 홍미 등 개인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다 

는 비판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학습과 같은 새로운 교육방법이 반드시 강의식 방법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Goldstein. 1993. p.232J. 특히 강의식 방법은 

태도변화와 같은 영역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태도변화 영역에서도 효과 

가 있었다[Miner. 1961). 

또 하나 교육훈련 방법을 구분하면 행태론적 학습이론을 기초로 한 교육훈련 방법과 

사회학습 이론을 기초로 한 교육훈련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태론적 학습이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Skinner의 조작척 원리， 즉 작동적 조건화 

를 기초로 학습한다는 원리를 기초로 한다. Skinner는 feedback에 의해서 조금씩의 진보 

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면 학습 성과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 

한 설비 학습재료를 포함한 도구를 통해 가능하다. 예컨대 버튼을 눌렀을 때 정확한 반 

웅을 보여주고 교재 질문에 응답을 쓰는 공간 같은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학습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프로그램학습(programmed instruction)이다 

feedback을 통한 또 하나의 학습원리가 강화를 통한 학습이다 즉 특정 행동에 즉시 

연계하여 빈도를 증가(강화) 또는 감소(벌)시키기 위하여 보상의 스케줄을 변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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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얻어진 때까지 강화를 계속 시행해 간다 Porter( 1973) 는 성과가 업계 표준보 

다도 낮은 근보자 훈련에 적용해본 결과 강화를 통한 교육훈련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 

다 산업조직 심랴학에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조작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 

고 있다[Goldstein. 1993. pp.268-269J 

그 다음은 사회학습 이론을 기초로 한 교육훈펀 방법이다 사회학습 이론블 윈용한 대 

표적인 교육훈련 방법이 행동시범 기법 (behavior-modeling techniques) 이다 사회학습 이 

론은 위에서 말한 강화릎 통한 학습 즉， 본인 스스로가 경험. feedback윤 통해서 학습하는 

것과는 달리 모델의 행위를 관찰하여 학습한다고 본다 이때 교육훈련의 긍정적 보상이 

연결될 때 이흘 관찰하고 긍정적 보상을 기대한다떤 기대하는 행동을 이루어 내는 즉 학 

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시범 기볍은 행동 시범인이 재시되가나 비디오， 

영화가 상영되기도 한다 피훈련자는 각 학습초전에 관한 상호토돈도 가능하다‘ 과제도 부 

여될 수 있고， 보고셔도 가능하다 동료나 훈련 선시자로부터 파훈련자가 계속해야할 행 

꽁， 금지된 행동에 관해서도 feedback 받음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시범 기법은 기업훈련 

에서 역할연기 같은 교육훈련이 대표적이다 행동시범 기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 

갈라나 비판직인 논자의 근거는 교육환경과 실제 환경의 차이로 효과가 높지 않다고 주 

장한다[Russe l， Wexlcy. & Huntcr. 1984J 

그 같은 주장에도 볼구하고 Burke와 Day(l 986)는 교육훈련 유효성을 연구한 70개 

의 연구룹 메타 분석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여러 교육훈련 중 가장 효과적인 땅법이 행동 

시범 기법이었다[Burke & Day. 1986J고 결돈을 내리고 있다 이 방볍이 우수한 이유 

는 행동시범 (rnodeling) 이 자기유능감에 영!5J:-을 주고 이것이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학습 이론을 응 용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최근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자기관리 훈련 

(self-managcmen t)이나 자기규제 (self-regulation) 방법이다. 이 훈련 벙법은 자가유능감 

읍 증가시키는데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훈련의 핵심은 ‘목표 설정’이다 

자기관리 훈련프로그램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훈련 

은 사람에게 문제를 평가하게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설정 

하고， 목표달성 방향으로 강화(reinforcement)를 관리한다(Kanfer. 1980) 이 방법은 목표 

와 행동을 비교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에는 강화요안을， 그 반대는 별을 설정한다‘ 

Frayne과 Latham(1 987)에 의하면 자기관라 훈련이 출근율이나 자기유능감 호ν낭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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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교육훈련 방법의 충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훈련 방 

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예컨대 강의식 방법， 행동시범 기볍(역할 연기 

법) , 사례연구， 토론식， 자기관리훈련 그 외 다양한 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행변수 

이와 관련된 요소는 교육훈련에서 제공하는 각종 학습자료， 강사， 교육훈련 시설， 피훈 

련자의 교육활동 초k져도， 교육훈련 스케줄 등과 관련한 기대와 그에 따른 충족도를 말한 

다. 교육자료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자료가 교육훈련 이해도를 높일수 있고， 

시청각 자료와 유인물이 교육내용과 적합하고 적절했는가 하는 측면이 평가되어야 한다 

교육강사는 주제에 대한 지식， 준비도， 의사소통 능력， 자료 활동도， 우호적 태도의 유 

지 등이 평가되어야 한다. 

교육시설은 교육훈련시의 안락도， 편의성 , 각종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퉁이 잘 갖 

추어지고 교육기간 동안 숙박， 식사， 교육시설의 위치 등이 피훈련자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일정기간은 교육기간의 적절성 여부， 즉 시간배정. 일정， 교육기간 등에서 적절했는가 

를 측정 평가해야 한다 

이와 같은 피훈련자 반응 관련 내용을 Kirkpatrick은 피훈련자 ‘행복감 조사평가 

서’ (happiness sheet) 라고 부르기도 한다(1994 ， pp27-2S) 

3) 유용성과 기대 

기대이론에 의하면 피훈련자는 직무성과나 경력숭진， 임금， 직무 배치전환 등에서 유용 

했는가 정도는 교육훈련 동기부여 (training motivation)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Clark 

등은 모티베이션의 기대이론을 근거로 직무유용성(job utility)과 경력유용성 (career 

utility) 이 교육훈련 동기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교육훈련을 이수하는데 피훈련자가 앞으로 직무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 

는 것이 직무유용성(job utility)이다 다시 말하면， 직무유용성은 현 직무에 부과된 목 

표， 즉 생산성 증가， 과오축소， 좀 더 나은 문제해결 기술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교 



배 성 현 139 

육훈련 이수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Clark et a l.. 1993. p293J 

경력유용성은 경력목표를 달성하는데 교육훈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지각 정 

도， 즉 승진이나 좀더 비중 있는 직무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Clark 등은 직무유용성과 경력유용성 두 가지만이 교육훈련 동기를 결정한다고 보았지 

만 실제로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수행 성과(직무유용성)가 높으면 이것이 가져다주는 기 

대. 즉 임금과 복지후생. 집단에서의 안정 등 다양한 이차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직무유용성은 교육훈련 결과 일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기대 1) 이고 경력유용성이나. 임금상승， 집단 인정 등은 일차적 결과가 가져오는 이차적 

결과(기대2) 일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직무유용성과 경력유용성은 교육훈련충족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들 양자의 관계에 대해 Clark 등은 직무유용성이 경력유용성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왜냐하면 높은 직무성과(유용성)는 승진. 경력관리， 임금상승 등 여러 대안적 혜택을 가 

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4) 학습전이풍토 

Kirkpatrick을 비롯한 교육훈련 이론가들은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이 되었다고 하더라 

도 피훈련자가 행동변화(behavior change)를 보여주어야 교육훈련 성과(results)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훈련자의 행동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피훈련자의 변화의 욕구가 있어야 하고， 교 

육훈련과 관련하여 올바른 풍토(climate)가 있어야 하고， 변화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Kirkpatrick. 1994J 

교육훈련의 올바른 풍토란 교육 참가자의 상급자와 관련한 내용인데 다섯 가지 서로 

다른 풍토가 가능하다， 첫째. 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직무 

수행 시 이행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억제하는 상사가 있다 또는 상사의 라더십 유형이 

교육훈련에서 가르치고 배운 것과 일치하지 않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상사 

가 금지 • 억제하는 정도는 아나더라도 행동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중립적인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교육 참가자가 교육훈련 참가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 

고. 상사가 직무가 잘못되지 않으면 부하가 변화를 하는 사실에 관계치 않으나. 결과가 

잘못되면 싫어하거나 금지하는 풍토를 말한다. 상사가 격려하는 풍토도 있다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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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에서 배운 것을 직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왼하는 풍토가 있다 마지막 

으로 가장 바람직한 풍토는 상사가 변화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학습한 것을 직무에 적 

용하고 전이할 수 있도콕 요구하는 풍토이다， 상사의 억제적 풍토와， 적극적 격려와 지원 

직 풍토에 따라 피훈련자의 행동변화가 다르게 발휘될 것이다 

피훈련자가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직무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지식 기술， 태도의 

전이 (transfer)나 적용이 이루어질까? 원리와 기법을 학습하여 습득되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표현된 행동변화는 기회가 주어질 때 나타난다 피훈련자가 학습된 것을 응용할 

기회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영원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본인이 학습했더라도 낡은 행동과 방식을 더욱 선호하여 고집할 수도 있고 시간적 

제약 등으로 구방식을 계속할 수도 있다 여러 연구에서 교육훈떤 이수자들은 작업 현장 

이나 직무로 돌아갔을 때 습득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Baldwin 

& Ford. 1988. Noe. 1986J 똥료나 상사가 새로운 기숱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해주지 않는 

디고 생각하는 피훈련자듬은 교육훈련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직무에서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낮고 교육훈련 충족강도 낮게 된다[Clark. Dobbins & Ladd. 1993J 따 

파서 지속적인 행홍변화둡 이끌어 내려면 학습의 원리에 의한 강화， 즉 보상이 펼요하고 

상사의 지왼 및 직려가 필 요하다[Kirkpatrick. 1994. p53J 보상은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 모두 필요하다 외재적 보상은 행동변화의 결과로 인한 칭찬， 자율권 증가， 입파워 

먼트 임급인상， 안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내재적 보상은 행동변화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즉 만족감， 지부삼， 성취， 행복감 등을 맡한다 

요약하면 피훈련자들이 교육훈련에서 학습한 것을 현장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교육 

이후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성과가 증진되며 나아가 타인에게 교육훈련의 유용성을 적 

극 권장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동변화와 관련한 것은 학습전이와 관련한 지원적 용토 

와 적섣한 보상을 제공해주는 강화와 fecdback을 제공해 주는 과업현장의 사회적 배경 

(감독자， 동료)이 중요하다[Noc & Schmitt. 1986J 이 같은 사회적 배경에서는 교육 

훈련에서 습득한 기술. 기능(skill)플 직무에 훨씬 잘 적용할 수 있다[Marx. 1982J 따라서 

교육훈련 전이 풍토와 관련한 충족도 변수는 강화와 feedback 풍토， 상사와 통료의 교 

육훈련에 대한 지원적 풍토를 측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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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충족도와 결과번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결과변수로는 피훈련자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결과 얻어 

진 성과나 결과를 말한다. 먼저 객관적이고 계량적 성과로는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원 

가절감. 사고율 감소， 매출증가， 이직율 감소， 이익 및 투자수익률 증가 등을 들 수 있 

다. 이는 재무적 지표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 외 비재무적 성과로는 리더십 

향상， 의사소통 개선， 모티베이션 증가， 시간관리 엄격， 입파워먼트 증가， 의사결정 능력 

향상， 조직몰입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Kirkpatrick. 1994) 

본 연구에서는 조직몰입， 이직의도를 채택하여 교육훈련충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들 변수들은 기업조직의 장기적 성과를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1) 조직볼입 

조직몰입 (organizationa! commitment)은 조직의 심리적， 태도적 결과변수로 가장 

혼히 채택 연구된다 그 이유는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심리적 

일체감을 갖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사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조직의 주요한 

결과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직몰입은 조직의 구체적 성과와 결근율， 이직율 

등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에 조직 구성원의 행위 

척 결과변수로서 널리 연구되고 있다 

조직몰엽은 한 조직에 대한 개인의 -샤化(identification) . 관여 (invo!vement)의 상대 

적 정도인데 ‘한 조직 가치의 내면화. 한 조직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노력을 집중할 의사， 조 

직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욕구’ 등으로 혼히 정의된다(Mowday et a!.. 1979). 

이와 같은 조직몰입은 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교육자가 조직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본인의 필요성과 일치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원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내용과 방법， 전체 프로그램 실시와 이수과정이 

크게 만족스럽고， 직무유용성과 경력유용성이 높으며， 상사나 동료의 지원적 풍토가 전제 

되고， 교육훈련에서 학습한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면 조직에 대한 애착， 헌신. 충성 

심은 크게 증가할 것이고 조직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Hl 피교육자의 교육훈련충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업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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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직의도 

이직 또는 이직의도(intent to leave)는 조직행동연구자[Staw 1980: Price , 1977J 

및 인적자원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이는 실무가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의 주제 

가된다 

이직 또는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는 대단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연구에서 이직 분산의 20%이상의 설명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같이 설명력이 그다 

지 높지 못한 것은 명확한 개념적 모델이 부족했고， 가능한 모든 직무 대체안을 고려하 

지 못했거나 다변수 연구가 부족했고， 종단적 연구(longtitudinal)가 드물었다는 등의 

이유가 지적되고 있다[Mobley et a l.. 1979 , p493J 

이직은 조직에서 부적응의 결과 또는 과도한 기대， 직무만족의 감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직연구는 대체로 직무만족과의 관계로 설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직무 

만족이 높으면 자발적 이직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Price ， 1979]. 입사 1년 미만의 신 

참자의 이직은 입사과정에서 비현실적인 과도한 기대와 관련이 있고， 오래된 사원의 경 

우는 미충족 기대 (unmet expectancy)와 관련이 있다[Wanous ， 1992 , p.31J. 

미충족 기대는 직무경험과 관련이 었다 직무수행 시 미충족 기대가 축소된다면 이직 

의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훈련은 직무수행활동과 관련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 

켜주고 태도를 변화시키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훈련충족도가 

향상되면 미충족 기대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하다. 

H2: 교육훈련충족도가 높아지연 이직의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4. 매개번수로서 자기유능감 

자기유능감이란 특정한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믿음을 

말한다[Bandura & Schunk, 1981J. 자기유능감은 목표로 설정한 성과를 얻는데 필요한 활 

동 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며， 반드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능력 (skills)과 상관없이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이 초점이다[Bandura ， 

1980 , p.391J. 지각된 자기유능감은 기술적 능력 (skills)과는 부분적으로 독립적이며 성과의 

주요 결정변수이다[Saks ， 1995 , p.21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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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유능감은 자부짐 (self-esteem)과 더불어 자아(self) 개념을 설명하는 중요개념이다. 

자기유능감은 자뷰심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자부심은 자신감(self-confidence)을 좀 더 일 

반화시킨 것이고， 적합성의 느낌， 자기인정 (self-acceptance)등을 말한다 Brockner 

(1 988)는 광범한 분야에 걸친 자기유능감이 모여 합쳐진 것이 자부심이고 이는 개인의 

자아평가에 대한 긍정적 능력이라 하였다(Gist. et a l.. 1989. p.884J 

이와 같은 자기유능감은 교육훈련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설증적 연구에서도 그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Gist. Schwoerer & Rosen. 

1989. Gist. 1989. Noe. 1986. Stumpf. Brief & Hartman. 1987J 지금까지 교 

육훈련과 자기유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기유능감이 교육훈련 성과를 증진시켜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들 관계연구 

에서 자기유능감이 교육훈련 성과를 증진시켜 주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고 실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들 간의 正( +)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예컨대 자기유능감은 혁신 

적 문제해결능력 훈련 성과와 正의 관계 (Gist. 1989J. 컴퓨터 소프트웨어 훈련 성과와 

정의 관계 (Gist. et al.. 1989J. 군사훈련병의 훈련 성과와 정의 관계 (Tannenbaum. 

1991] . 볼링학급의 숙련도 향상과 정의 관계 (Mathieu. Martinean & Tannembaum. 

1993J 등이 보고 되고 있다 그 외 교육훈련 후 피훈련자의 태도와 반응(reactions) 

등에서 관계가 있었다(Gist. et a l.. 1989. Tannenbaum. et al .. 1991]. 

둘째， 여러 연구에서 교육훈련이 피교육자의 자기유능감을 증가시켜준다는 것이다(Gist. 

1989. Tannenbaum. et al.. 1991. Frayne & Latham. 1987. Latham & Frayne. 

1989J. 

셋째， 일부 연구에서 교육훈련 방법과 성과 간의 조절변수로서 자기유능감을 연구하였 

다(Gist. et al.. 1989. 1991. Saks. 1995J. Gist 등은 교육훈련 방법과 성과 간에 

자기유능감이 조절변수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Saks (l 995)도 신참자의 교육 

훈련과 조직 적응 사이에 자기유능감이 조절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끝으로， 자기유능감이 교육훈련 방법과 훈련성과 간에 매개변수로서 연구한 결과도 있 

다(Frayne & Latham. 1987. Latham & Frayne. 1989. Mathieu. et al.. 1993J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성과 간에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토 한다 

자기유능감 이론을 교육훈련에 적용한다연 자기유능감이 높은 사람이 교육훈련을 더욱 

잘 받을 수 있겠다는 신념에 의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더 잘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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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랩 내용을 정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려 할 것이다. 따라 

서 개인의 자기유능감 수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을 수립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자 

기유능감과 기대이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제시된 학습 자료를 배울 

수 있겠다는 피훈련자의 신념 즉 자기유능감과 교육훈련을 통해 기술과 지식을 획득함으 

로써 임금인상， 숭진. 명예， 인정과 같은 바람직한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제시된 행동. 지식，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Noe ， 1986 , p ,741J 

Wood와 Bandura Cl 989l에 의하변 인간은 더 높은 자기유능감을 지각할 때， 개인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확고한 열정과 애정을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기 

유능감과 목표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목표시스템은 스스로 목표의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자기유능감)과 관계가 있다. 개인은 목 

표를 달성하고 완수함으로써 자기만족을 추구한다. 목표는 목적과 방향감각을 제공한다 

개인은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목표달성에 펼요한 노력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목표는 자신감 구축을 도와준다 개인은 목표를 자신의 발전과 능력을 측 

정하는 표준으로 활용한다 Bandura에 의하면 개인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같 

은 과정과 길을 인도하고 지침이 되는 일련의 달성 가능한 하위목표를 가지게 함으로써 

모티베이션을 증가시켜 준다‘ 

교육훈련에서도 자기유능감과 훈련성과의 관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자기유능감 

이 높은 사람은 교육훈련 목표나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려 할 것이 

다 이러한 사람은 교육훈련 참가를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가지려 한다 이같이 자 

기유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유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교육훈련충족도 변수와 상호작용하 

여 교육훈련 성과를 더욱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4가지 관계가 각각 규명되고 있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자기유능감이 교육훈련 성과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 

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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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연구방법 및 분석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음 〈그립 D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필 요 성 기 대 

교육주제와 내용 

교육방엉 조직올입 

교육자료 

교육강사 

교육시설 누 

교육윌정 

직무유용성 
이직의도 

경력유용성 

학술전이풍토 

〈그림 1 > 연구모형 

2 측정도구 

교육훈련충족도 측정도구는 기본적으로 Kirkpatrick (1 994)이 개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하고 Sanders와 Yanouzas(1983) 및 Tannenbaum (1991) 

등이 구성한 문항을 응용하였다 

자기유능감은 Riggs와 Knigh t (1 994)와 Jones (1986) 등이 개발한 문항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Jones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조직몰입은 Mowday(1979) 등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직의도는 Bluedorn Cl 982. Staying or Leaving Index=SLIl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교육훈련충족도 각 변수의 신뢰도는 〈표 D에 제시되어 있고 매 

개변수인 자기유능감의 신뢰도는 u = .85(7문항) . 조직몰입은 u = .855 (1 2문항) . 이직 

의도는 U = . 62 1( 3문항) 등이었다- 교육훈련충족도를 구성하는 변수들의 타당도를 조 

사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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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측정도구의 요인분석 

연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 10 

741 
713 

직무유용성 695 
611 
423 

697 
교육주제와 681 
내용 651 

553 

746 
교육자료 743 

704 

717 
교육스케줄 705 

570 

726 
교육방법 660 

641 

679 

펼요생 기대 
659 
536 
501 

816 
교육시설 794 

418 

642 
경력유용성 627 

595 

없8 

전이풍토 748 
534 

755 
교육강사 719 

513 

고유값(E.V) 8.434 2.822 1.860 1.661 1.522 1.363 1.191 1.112 1.014 1.011 

누척(%) 23 .428 31.268 36.434 41.048 45.276 49.062 52.371 55 .460 58.277 61.013 

신뢰도 (0) 749 761 775 738 610 671 669 551 631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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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표본 

본 연구는 1999년 10월부터 2001년 l월까지 S생명보험주식회사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년간 순차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 한 507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여 교육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과 

정별 교육을 마치는 단계에서 다시 교육훈련 관련 자료를 광범하게 조사하였다 이들에 

게는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은 실시 전에 설계사들이 가장 펼요로 

하고 원하는 교육훈련， 즉 필요성과 수요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 피훈련자뜰이 원하는 프 

로그램을 설계승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참가자틀이 가장 왼하는 교 

육을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연령은 

매우 다O~하고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4. 결과분석 

1)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 결과변수와의 관계분석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 결과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상관관계 결과는 〈표 2>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볼입과 

의 관계를 보자 

여기서 보연 교육훈련충족도의 모든 요인들이 조직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훈련충족도 변수 중 필요성 분석은 r=.345(p<0.01)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훈련충족도 변수 중 교육훈련 내용 r= .274(p<0.01), 교육방법 r= .273(p<0.01), 

교육자료 r= .393(p<0.01) , 강사 r= .234(p<0.01) , 교육시설 r= .273(p(0.01) , 일정 기간 

r= ‘ 358(p<0.01) 등 모두 유의한 正(+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유용성 변수와의 관계도 

직무유용성과 r= .422(p<O.01) , 경력유용성 r= .415(p<0.01) 퉁으로 상당히 높은 정(+ )의 관 

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 참가자의 조직몰입을 증대시키려연 교육훈련이 직무 

수행이나 경력개발에 유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이 참가자에 얼 

마나 유용한 교육이 될 수 있나 여부가 교육프로그램 설계 때에 핵심 요점이 된다는 의 

미이다. 교육훈련 전이풍토와 관련한 변수도 r=.351(p<0.01)로 역시 상당히 유의한 관계 

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충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업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l 

은 채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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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관관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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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5 •• p < 0.01 

교육훈련충족도 변수들 가운데 조직몰입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찾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때 근무년수는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특성변수이므로 통제하였다. 특히 일반조직을 대상으로 할 경우 조직 

볼입에는 근무년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고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직몰입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교육자료 ß= 

.197(p<O.Ol) , 학습전이풍토 ß=.193(p<O.O l), 경력유용성 ß= .171(p<O.O l), 일정 

기간 ß= , 127(p<O.05) , 직무유용성 ß = .1l3(p<O.05) 등의 순이었다. 이는 교육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고， 교육훈련 전이풍토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직무수행에 마음껏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경력개발에 유용할 것 등의 변수들이 조직몰입과 일체감， 애착심 

을 Õ".}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통제변수인 근무년수는 조직몰업에 

의미 있는 설명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는 보험회사 설계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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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육훈련충족도 변수와 조직 결과변수간의 회귀분석 결과 

잃꿇넓칸펀f 조직몰입 이직의도 

p t값 p t값 

근무년수 -.011 -.247 062 -1. 213 
필요성 분석 002 033 013 .204 
교육주제와내용 008 151 .013 197 
교육방법 .022 .377 029 424 
교육자료 197 3.610** -.057 888 
교육강사 068 1.290 037 600 
교육시설 -.013 -.270 088 1.521 
교육스케줄 .127 2.305* ‘059 -.911 
직무유용정 ‘ 113 1.837‘ -.040 -.567 
경력유용성 171 2.996** -.151 -2.296‘ 
전이풍토 193 4.290** .087 -1.638 

R2 335 062 

F값 16.919 
.. 

2.277 
.. 

’ p < 0.05 ** p < 0.01 

다음 교육훈련충족도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먼저 상관관계표에서 보면 모든 요인에서 

負(-)의 관계를 보여주고， 교육훈련충족도 요인 중 상당수에서 매우 낮지만 유의한 負(-)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필요성 분석r=-.131 (p<O.Ol) , 교육자료 r=-.093 (p<0.05) , 교 

육일정 r=-.095(p<Ü.05) , 직무유용성 r=-.167(p<Ü.01) , 경력유용성 r= -.178(p<Ü.01) , 학습전 

이풍토 r=-.183(p<0.01) 수준이었다. 관계가 높지는 않았지만 교육훈련충족도와 이직의도 

와는 負(-)의 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 

교육훈련충족도 요인 중 이직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회귀분석 

을 한 결과((표 3) )는 경력유용성 만이 ß =-.151 (p<0.05)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 상으로 

도 매우 낮은 관계를 보여주고 변수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회귀분석 상에 

도 경력유용성 요인만이 負(-)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충족도 

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약한 負(-)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렬 수 있 

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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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 결과변수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 결과변수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self-efficacy) 매개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Baron 과 Kenny (1 986)의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 (the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1단계 

는 각 독립변수(교육훈련충족도 변수)에 대해 매개변수를 회귀시키고， 이때 얻은 희귀방 

정식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는 각 독립변수에 대 

해 종속변수를 회귀시키고， 이때 얻은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종속변수에 회귀시킨다- 이 회귀 

방정식 (3단계)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를 비교할 때 3단계 방정 

식(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함께 종속변수에 회꺼된 경우)의 독립변수 회귀값이 2단계 회 

귀방정식(독립변수만 종속변수에 회귀시킨 경우)보다 작아야 한다. 만일 3단계의 독럽변 

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유의적이지 못하면 완전매개이고 유의적이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Baron & Kenny. 1986).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매개회귀분석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교육훈련충족도 변수들 중 펼요성분석， 교육주제와 내용， 교육자료， 직무유용성， 경력유용 

성， 전이용토 풍의 변수들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이 부분매개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교육훈련 필요성분석， 교육주제와 내용， 교육자료， 직무유용성， 경력유 

용성， 전이풍토 등의 변수들에서 자기유능감은 조직몰입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매개역 

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충족도 독립변수 가운데 강사， 시설， 일정과 관 

련된 변수들은 자기유능감은 조직몰입에 전혀 매개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이들 요인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들 변수를 

유의 김게 보면 개인이 천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척이고 객관적인 교육훈련 환경과 

관련 있는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변수들은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인지적 활동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 분석， 교육내용， 교육 

자료， 직무유용성. 경력유용성， 전이풍토 등은 모두 인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므로 자기유능감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교육훈련충 

족도 변수들 가운데 인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은 자기유능감이 결과변수를 부분 

적으로라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교육훈련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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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육훈련충족도 변수와 조직 결과변수간의 회귀분석 결과 

잃꿇블펀수 조직몰입 이직의도 

p t값 p t값 

근무년수 -.011 -.247 -.062 -1. 213 
필요성 분석 002 033 013 204 

교육주제와 내용 008 .151 013 197 
교육방법 022 377 ‘ 029 424 
교육자료 197 3.610" 057 -.888 
교육강사 068 1.290 -.037 -.600 
교육시설 -.013 -.270 088 1.521 
교육스케줄 .127 2.305* -.059 -.911 
직무유용성 113 1.837* -.040 -.567 
경력유용성 171 2.996** 151 -2.296* 
전이풍토 193 4.290** ‘ 087 1.638 

R2 335 062 

F값 16.919 
.. 

2.277 
.. 

‘ p < 0.05 ** p < 0.01 

다음 교육훈련충족도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먼저 상관관계표에서 보면 모든 요인에서 

負H의 관계를 보여주고， 교육훈련충족도 요인 중 상당수에서 매우 낮지만 유의한 負(-)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필요성 분석r=-.131 (p<O.Ol). 교육자료 r=-.093 (p<O.05). 교 

육일정 r=-.095(p<O.05) . 직무유용성 r=-.167(p<O.Ol) . 경력유용성 r= -.178(p<O.Ol). 학습전 

이풍토 r=-.183(p<O.Ol) 수준이었다- 관계가 높지는 않았지만 교육훈련충족도와 이직의도 

와는 負(-)의 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 

교육훈련충족도 요인 중 이직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회귀분석 

을 한 결과((표 3))는 경력유용성 만이 ß =-.151 (p<O.05)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 상으로 

도 매우 낮은 관계를 보여주고 변수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는 회귀분석 상에 

도 경력유용성 요인만이 負(-)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충족도 

와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약한 負(-)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고 결론을 내혈 수 있 

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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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 결과변수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 결과변수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self-efficacy) 애개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Baron 과 Kenny (l 986)의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 (the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1단계 

는 각 독립변수(교육훈련충족도 변수)에 대해 매개변수를 회귀시키고， 이때 얻은 회귀방 

정식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는 각 독립변수에 대 

해 종속변수를 회귀시키고， 이때 얻은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함께 종속변수에 회귀시킨다. 이 회귀 

방정식 (3단계)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를 비교할 때 3단계 방정 

식(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함께 종속변수에 회꺼된 경우)의 독립변수 회귀값이 2단계 회 

귀방정식(독립변수만 종속변수에 회귀시킨 경우)보다 작아야 한다. 만일 3단계의 독립변 

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유의적이지 못하면 완전매개이고 유의적이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Baron & Kenny , 1986).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매개회귀분석 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교육훈련충족도 변수들 중 필요성분석， 교육주제와 내용， 교육자료. 직무유용성， 경력유용 

성 , 전이풍토 등의 변수들과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이 부분매개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교육훈련 펼요성분석， 교육주제와 내용， 교육자료， 직무유용성， 경력유 

용성. 전이풍토 등의 변수들에서 자기유능감은 조직몰업을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매개역 

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충족도 독립변수 가운데 강사， 시셜， 일정과 관 

련된 변수들은 자기유능감은 조직몰입에 전혀 매개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이들 요인은 

조직몰입과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들 변수를 

유의 깊게 보연 개인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적이고 객관적인 교육훈련 환경과 

관련 있는 변수들임을 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변수들은 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인지적 활동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었다. 그러나 필요성 분석， 교육내용. 교육 

자료， 직무유용성， 경력유용성， 전이풍토 등은 모두 인지적 활통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 

므로 자기유능감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교육훈련충 

족도 변수들 가운데 인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은 자기유능감이 결과변수를 부분 

적으로라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교육훈련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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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 결과변수간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 

매개변수 독립연수 단계 
종속변수 

매개변수 독립변수 단계 
종속변수 

조직올입 이직의도 조직몰입 이직익도 

1단계 164" 164" 1 단계 0.71 0.71 
2단계 344" • 131" 

며융계(L) 273" -.032 

필요성 3단계(독) 273" -.082 
교육시설 

244" -.006 
분석 3단계(매) 402" -.287 3단계(매) 429" ".316" 

R2 274 092 R2 257 096 

F 84.949 24 .418 F 79.830 26.085 

1단계 099' 099' 1 단계 088 088 
2단계 274" 069 2단계 358" -.095' 

교육주제 
3단계(독) 230" -.038 교육 3단계(독) 323" -.072 

와 
3단계(매) 423" -.308" 스케율 3단계(매) 406" -.310" 

내용 
R2 251 095 R2 292 101 
F 76.896 25.489 F 91.378 26.506 

1단계 -.070 070 1 단계 191 ‘* 191" 
자 2단계 273" -.027 자 2단계 422" 167" 
기 

3단계(독) 307" -.046 직무 3단계(독) 351" 102 
% 교육방법 

3단계(매) 468" 317" 
유 

유용성 3단계(매) 371" -.294" f」; -õ-
감 R2 291 096 감 R' 308 105 

F 92.145 25.338 F 101. 766 28.343 

1단계 153" 153" 1단계 178" 178" 

2단계 393" -.093‘ 2단계 415'‘ -.178" 

교육자료 
3단계(독) 332" -.043 경력 3단계(독) 351" 120‘ 
3단계(얘) 393’· -.297" 유용성 3단계(매) 380" 284’· 

R2 302 090 R2 312 104 

F 99.318 24.105 F 104.051 28.037 
1단계 -.032 032 1단계 .227" 227" 

2단계 234" -.032 2단계 351" -.183" 

교육강사 
3단계(독) .254" -.071 

전이풍토 
3단계(독) 262" -.108' 

3단계(매) 459" -.318" 3단계(매) 382" -.292" 

R2 262 099 R2 260 108 

F 81.820 26.694 F 78.061 

창고 ': p < 0.05 , ": p < 0.01. 독‘ 독립변수， 매 매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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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교육훈련충족도 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교육훈련충족도 변수와 이 

직의도간의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는 일부만 나타났다. 교육훈련충족도 변수와 조직몰입 

간의 매개효과 보다도 적게 나타났다. 펼요성 분석， 교육주제와 내용， 교육방법， 강사. 

교육시설， 교육일정 등의 변수와 이직의도 간에는 자기유능감이 전혀 매개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교육훈련충족도 변수 중 경력유용성， 전이흥토 등과 이직의도 간에는 부 

분매개 역할을 보여 주었고， 교육자료와 직무유용성 차원에서는 완천매개의 역할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훈련충족도 변수 중 경력개발에 유용하고， 교육훈련의 

결과를 직무에 잘 반영할 수 있는 풍토가 될 경우 자기유능감은 부분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자료와 직무유용성 차원은 자기유능감이 완 

전매개하고 있다 이는 교육훈련 변수 중 교육자료와 직무유용성 차원은 자기유능감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직무유용성이 이직의도에는 

주요 요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매개회귀에서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 

어 자기유능감의 역할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직의도를 설명하는데 자기유능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교육훈련이 조직에서 일방적으로 교육훈련 참가자에 제공하는 프 

로그램보다 개인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성과가 더 높을 수 있 

고，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훈련 참가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교육훈련 성과에 더 

욱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 결과변수 즉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와의 관계를 연구하려 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지금까지 교육훈련 연구에서 과제로 남아있는 교육훈련 참가자의 개인특성 

변수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자기유능감이 교육훈련충족도 

와 조직 결과변수 간에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 연구 조사하였다 

일년 이상의 장기적 기간에 걸쳐 보험회사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조사에서 나 

타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훈련에 대해 갖는 기대가 충족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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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결과변수라고 할 수 있는 조직몰입에는 모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상에서 교육훈련충족도 모든 하위변수와 조직볼입 

과의 관계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교육자료， 직무유용성， 경력유용성 등과 

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훈련충족도 모든 변수 

들이 조직볼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교육훈련은 직무에 활용도가 높아야 하고 경 

력관리에도 유용해야 조직몰입이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훈련 실시 상에서 교 

육자료도 잘 제공하는 것이 교육훈련의 유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조직몰입에 대한 이들 충족도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기위한 회귀분석에서도 역시 

교육자료， 전이풍토， 경력유용성 등이 중요한 변수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훈련이 

경력개발이나 직무활용에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교육자료를 잘 제공하고 

교육훈련이 직무에 잘 전이될 수 있는 풍토가 확립된다면 구성왼의 조직몰입， 일체감， 애 

착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음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 결과변수 중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상관관계 상으로는 전 

이풍토， 경력 및 직무유용성， 필요성 기대 등과 매우 낮지만 유의한 負(-)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전체 변수의 상대적 비중을 보기 위한 회귀분석 상으로는 경력유용성 변 

수만이 의미 있는 설명 변수였다 

이들 결과에 의하면 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훈련에 대해 갖는 기대가 충족되면 조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직의도는 분명 부분적으로 줄여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나 그 관계가 높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한 보험회사 설계사의 경우 

에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매출이 판매사원인 설계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설계사의 이직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가 조직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 

다. 이 같은 점에서 교육훈련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다면 조직의 성 

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훈련 참가자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변수에 유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 

험회사의 경우 경력유용성， 직무유용성. 펼요성 기대 등에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충족도와 조직 결과변수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self-efficacy) 매개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l 986)의 매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회귀 분석한 결 

과에서 보연 교육훈련충족도 변수들 중 펼요성 분석 , 교육주제와 내용， 교육자료， 직무유 

용성， 경력유용성， 전이풍토 등의 변수들과 조직볼입과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이 부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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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즉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 교육주제와 내용. 교육자료， 직무 

유용성， 경력유용성， 전이풍토 등의 변수들에서 자기유능감은 조직몰입을 설명하는데 어 

느 정도 매개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충족도 독립변수 가운데 객관적 

인 교육훈련 환경과 관련이 되는 강사， 시설， 일정과 관련된 변수들과 조직볼입과의 관 

계에서 자기유능감은 전혀 매개역할을 하지 못했다 즉 이들 요인은 조직몰입과의 관계 

에서 자기유능감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요성 분석， 교육내용， 

교육자료， 직무유용성， 경력유용성， 전이풍토 등은 모두 인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변 

수들이고 이들 변수에는 자기유능감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교육훈련 

충족도 변수들 가운데 인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은 자기유능감이 결과변수를 부 

분적으로 매개하고 이들 변수들에서는 자기유능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다음 교육훈련충족도 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 

효과를 보면 일부 변수들에서만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교육훈련충족도 변수와 조직볼입 

간의 매개효과보다도적게 나타났다， 필요성 분석. 교육주제와내용， 교육방법， 강사， 교 

육시설， 교육일정 등의 변수와 이직의도 간에는 자기유능감이 전혀 매개역할을 하지 못 

했다. 그러나 교육훈련충족도 변수 중 경력개발유용성， 전이풍토 등과 이직의도 간에는 

부분매개 역할을 보여 주었고， 교육자료와 직무유용성 변수에서는 완전매개의 역할을 보 

여 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훈련충족도 변수 중 경력개발에 유용하고， 교육훈련의 

결과를 직무에 잘 반영할 수 있는 풍토가 될 경우 자기유능감은 부분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직무유용성과 교육자료 변수는 이직의도와의 관 

계에서 자기유능감이 완전매개하고 있고 이들 변수는 교육훈련 시 자기유능감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직무유용성이 이직의도에는 주요 요인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매개회귀에서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과와 함 

께 자기유능감의 역할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직의도를 설명하는데 자기유능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보험회사 설계사라는 특정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 

육훈련 연구에서 정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연구가 드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일 

부나마 기여할 수 있고 특히 많은 논자들이 주장해온 교육훈련 분야에서 개인특성변수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여 

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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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s 

Training Fulfillment and Organizational 
Outcome Variables 

Seung Hyun Bae*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hypothesis that the trainees ’ training fulfillment 

has effects on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tention to turnover. In 

addition , self• efficacy , which has been considered important in the field of training 

and development research , is also investigated to see whether this variabl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equacy of job-training and organi 

zational commitment ‘ For the research purpose , I measure 10 variables for the 

training fulfillment , π1e data were collected longitudinally from the 507 life 

planners who completed the 15 months job-training for S-insurance company 

The resuIts of the empirical test show that all the sub-categories of training 

fulfillment variables have high level of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com 

mitment. Specially , training materials , transfer climate of training and career 

utility are good predictor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utility , the sub

category of training fulfillment , has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to turnover but the relationship is relatively low.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raining materials , transfer climate , career and job utility are 

important in explain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areer utility is 

important in the case of intention to turnover. The results of testing the 

‘ Professor , School of Management , Ye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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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effect show that there are partial mediation effects between self

efficacy and the training fulfillment variables. such as need analysis. training 

content. training materials. job utility. career utility and transfer climate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urnover intention and 

the training fulfillment variables such as career utility and transfer cl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urnover intention and job utility is fully mediated by 

self-efficacy 

Key words: Training fullfilment. Need analysis. Transfer climate. Self-efficacy. 

Organizational cornmitment. Intent to lea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