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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

는 첫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구명하며, 둘째, 학습자, 프로그

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로 1,235,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

어 그 크기에 따라 적정 표집수는 384명이었다. 유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20개의 

기업에서 각 25명씩 총 500명을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한 설문지는 5

점 리커트 척도로 교육훈련 만족도 외에 9개의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총 문항수는 95문항이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를 통해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3월 28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PC·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69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3.8%였으며 

최종분석에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426부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분석

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은 평균보다 높으며, 하위요인

별로는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 학습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는 성별, 학력에 따라 교육훈련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교육훈련의 만족도 수준을 약간 높게 인식하

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63.9%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변인군별로는 학습자 특

성 변인이 44.4%, 프로그램 특성 변인이 10.9%, 조직 특성 변인이 4.9% 순으로 나

타나 학습자 특성 변인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의 독

립변인 모두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넷째,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

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크게는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

련 내용 만족도에 64.8%변량을 설명하였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 변인(34.3%),  

프로그램 특성 변인(14.7%), 조직 특성 변인(13.6%)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교수자 만족도에는 3개 변인군이 52.7% 변량을 설명하였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 

변인(39.2%), 프로그램 특성 변인(6.4%), 조직 특성 변인 (4.3%)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는 3개 변인군이 52.7% 변량을 설명하였

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변인(35.6%), 프로그램 특성 변인(9.7%), 조직 특성 변인 

(4.5%)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는 3개 변인군이 

47.2% 변량을 설명하였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변인(28.2%), 프로그램 특성 변인

(9.3%), 조직 특성 변인 (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의 독립변인 모두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하위요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동기가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와 같은 주요 결과 및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①연구 대상의 



유형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고, ②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무형식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며, ➂리더십교육, 직무

교육, 가치교육, 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유형별로 교육훈련 만족도에 차이가 있

는지, 영향변인은 다른지 등을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➃교육훈련 만족도에 대한 

영향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현장의 실천을 위한 제언

으로 ①교육훈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학습자 특성 변인을 중시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참여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②중국 IT대

기업 고학력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중국 IT대기업 종사자, 교육훈련 만족도, 학습자 특성 변인, 프로그램 특성  

  변인, 조직 특성 변인

학 번: 2016-2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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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IT산업은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뿌리내

리고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는 정보기술의 약칭어로 현대 컴퓨터, 인터

넷 통신 등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은 물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순기능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 집약 산업이자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 분류되는 IT산업은 국가의 경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朱雪萍, 

2017).

중국에서도 IT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16년 중국 공업과 정보통신업 좌

담회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 IT산업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중국 100대 IT대기업의 총 수입은 1.07조 위안에 이

르며, 전년 동기 대비 46.8% 성장과 동시에 8.73% 소비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중국 

100대 IT대기업 중 선두 기업들은 중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7년 

11월 11일에 알리바바(Alibaba)와 징동(Jingdong)사의 하루 총매출액은 2,000억 

위안을 넘었으며, 중국 IT기업 화웨이(huawei)사의 매출은 미국 IT기업 애플(apple)

사의 매출을 초과하여 처음으로 판매 1위에 올랐다(樊士聪, 2018).

IT기업은 많은 전문적인 기술인원을 집합하여 인력자원이 고도로 밀집되어 있고  

기술에 대한 의존 강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빠르다. IT

기업에서 인적자원은 주요 생산요소로 작용하며,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IT기업에서 IT대기업은 두

뇌유실의 경우가 다른 산업보다 훨씬 많다. 중국의 경우, IT대기업의 이직률은 25%

이며,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이직률은 30%나 된다(張金玲, 2009).

IT업 종사자들이 이직을 하고 싶은 이유는 IT분야의 직무 스트레스가 타 직종보다 

심하며,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시간이 연중무휴나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한 규모의 개발사인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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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대인관계의 어려움, 명령계통의 모호성, 시스템 유

지와 보수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IT직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정윤희, 2011). 특히, 뛰어난 IT인력의 이직은 기술의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및 조직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형유 등, 2002). 미

국경영협회(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보고서에 따르면, 인재를 교체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희소한 인재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연봉의 최소 30%, 최대 150%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姚瑤, 2017). 기업에

서 교육훈련 만족도가 높으면 연구개발 전문가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 (雁予, 

2004). 이로 인해 IT대기업들은 인력의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의 사내·사외 직무교육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최태월 등, 2017). 중국의 IT대기업 화웨이(huawei)사 또한

OJT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양한 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목적은 기업 인력자본의 축적량을 증가하여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 후 인력의 유출은 필연적으로 기업이 투자

를 회수할 수 없게 하므로 기업에게 거대한 손실을 입힌다. 특히 IT기업은 기술이 

고도로 집중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손실은 더욱 엄중하다. 또한 

IT기업은 하이테크놀로지의 주기성이 짧고 실효성이 강하며 발전 변화가 빠르고 동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이 조직 인재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즉시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교육훈련은 형식

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당 교육훈련은 상급에서 위임하고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기업의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실제적인 수요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

서 직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지 못하며, 교육 후 성과 향상에 대한 낮

은 기대 때문에 교육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많은 기업에서는 교육훈련 개발 과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들이는 반면,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교육훈련을 실행하기 전, 

교육 요구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과정 설계의 목적성이 비교적 약하며 교육훈련 

방식이 직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교재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실정이다. 이

로 인해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동떨어지거나 교육훈련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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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지 못한 점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 과

정이 형식에 그치고 성과가 미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연구들을 보면, 직

원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은 직원들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히 회사 분위기에 융합

되게 하고 자신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교

육의 관리에 있어 교육훈련 만족도 향상은 기업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직원들의 

기업문화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주며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

다.

특히 중국의 경우,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고 

주로 IT대기업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스트레스, 이직 요인, IT대기업의 교육훈련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들이다. 또한 교육훈련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정

립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보다 교육훈련 만족도의 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외 연구들은 교육훈련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다양한 평가 모형을 사용하고 교육훈련 만족도

의 영향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熊偉, 陳傑瓊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현

황에 맞는 교육훈련 만족도 연구 수행을 통해 중국 IT대기업의 교육훈련 효과를 향

상시키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교육훈련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

구 자체가 드물다. 대부분의 연구는 교육훈련 만족도를 단편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못하였다

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 만족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교육훈련 만족도의 중요한 변인이 되는 학습자 특성과 조직 유기체 속

에 존재하는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인들이 확인되면 교

육훈련 만족도를 이해하고 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연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 만족도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에 비해 프로그램 설계 변인을 구명하

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설계 변인까지 확인되면 교육

훈련 만족도를 보다 높일 수 있고 사후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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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명하고,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특성 변인, 프로그램 특성 변인,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는 중국 

IT대기업이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데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구명한다. 

둘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다. 

3. 연구 문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만족도는 어떠한가? 

1-1.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만족도는 어떠한가? 

1-2.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

무)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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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전체 교육  

           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2.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3.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교수자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4.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5.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용어의 정의

가. 중국 IT대기업 

이 연구에서 중국 IT대기업은 중국기업연합회, 중국 IT업 협회, 공업과 정보화 정

보센터가 발표한 중국 IT업 100대 기업 중에서 종업원 수가 2,000명 이상이고 매출

액 10억 위안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86개 기업을 의미한다.  

나. IT대기업 종사자 

IT기업 종사자는 IT기업에서 통신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에 종

사하는 전체 인력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는 선정된 IT대기

업에서 통신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

체 인력을 의미한다.

다. 교육훈련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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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만족도는 중국 IT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대

하여 학습자가 교육훈련을 마친 후 교육훈련의 전체 및 각 측면에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교육훈련 만족도는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교육내용, 교수

자, 훈련기관의 학습자 지원 서비스, 교수시설에 대해 만족한 수준으로 김주현

(2008)이 개발한 도구에 반응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라. 학습자 특성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구성원이 자신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Rosenberg(1979)이 설정한 10개 문항 도구에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참여동기 

참여동기(Training Motivation)는 기업에서 구성원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이유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Tharenou (2001)이 개발한 7개 문항 도구에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Chen, G. Gully(2001)이 개발한 8개 문항 측정도

구에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조직몰입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구성원이 주요목표와 가치를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에 소속감이나 충성심을 느끼고, 조직에 남아 조직을 위해 노력 

하려고 정도를 의미한다(Mowday, streers& Porter, 1982). 이 연구에서는 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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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1974)가 개발한 15개 문항 측정도구에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마. 프로그램 특성

1) 과제가치 

과제가치는 구성원이 교육훈련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고, 과제

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과제가 유용하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Halston(2014)는 기초 측정도구를 수정하고 사용한 6개 문항에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2) 직무관련성

직무관련성은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유용하며 

학습전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도형(1995)이 

개발한 5개 문항에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바. 조직 특성 

1) 상사 지원

상사 지원은 상사가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업무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거나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Holton, 

Bates와 Ruona(2000)의 6개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2) 동료 지원

동료 지원은 특정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업무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동

료가 지원하고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Holton, 

Bates와 Ruona(2000)의 4개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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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 지원 

조직 지원(organizational support)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정책 또는 제

도, 절차, 또는 실행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Tracey와 

Tews(2005)의 5개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대상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IT대기업이나 종

사자들의 목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기관이 없어 중국기업연합회, 중국 IT업 협회, 

공업과 정보화 정보센터가 발표한 중국 IT업 100대 기업을 모집단과 동일시하여 표

본을 선정하였으므로 실제 IT대기업 모집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

구결과를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로 일반화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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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중국 IT대기업 종사자

가. 중국 IT대기업 

IT조직을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 실증적 측면에서 모두 어려운 작업이며, 일반적으

로 통일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정천수 등, 2011). IT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영어 약어이다. 정보 기술은 센서 기술(Sensory Technology), 통

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컴퓨터 기술(Computer Technology), 통제 

기술 (Control Technology)을 포함한다(王亞莉, 2010). IT인력은 IT산업뿐만 아니

라 다른 산업에서도 종사하고 있으므로 IT인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정보통신직업 종사자’간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전산업의 종사자 중에서 통상적으로 정보통신산업으로 분류

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의미하는 반면,‘정보통신직업 종사자’의 경우는 정보

통신 관련기술과 전문지식의 보유 및 활용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권남훈 

외, 2001).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IT기술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

고 활용하는 직업종사자를‘정보통신직업 종사자’로 분류한다(Kweon, N. H. 

2001).

중국에서 IT산업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보 처리와 서비스 

산업이다. 이 산업의 특징은 현대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보를 수집, 가공, 정리 및 저

장하여 각 산업에 맞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센터, 정보 센터, 문의상담 회사 등이 있다. 둘째, 정보처리 설비 산업이다. 이 산업

의 특징은 컴퓨터의 연구와 생산(관련 기계의 하드웨어 제조 포함), 컴퓨터의 소프트

웨어 개발 등 활동, 컴퓨터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

보 전달 중개 산업이다. 이 산업은 정보를 즉시, 정확하게, 완전하게 목적지로 전달한

다. 예를 들어 인쇄업, 출판업, 신문 방송업, 광고업이  해당된다. 정보산업은 1차 정

보산업과 2차 정보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전통적인 정보 전달의 상품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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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수단을 포함하고 후자는 정부, 기업 및 개인 등 내부 소비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포함한다(李欣，2017). 하지만, 실제적으로 광의로 구분하면, IT산업은 이상 3종 산

업을 다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 IT기업은 정보기술을 핵심으로 하여 그에 관련된 제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 기준에 따라 IT대기업의 범위를 설

정하였다.

대기업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 중

국 국가 발전 개발위원회 재정부 및 국가통계국이「중소기업분류표준규정」에 기반

하여 발표한 대 ․ 중 ․ 소형 기업 구분 방법에 의하면 중국 대기업은 보통 종업원 수

나 매출액, 자산총액이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표Ⅱ-1>과 같이 

대기업의 업종을 공업(채광업, 제조업, 전력, 연료가스와 용수 공급 업체), 건축업, 

도매업, 소매업, 운수업, 택배업, 숙박업과 요식업, 정보통신기술업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구분 지표 기준

공업

종업원 수 2,000명 이상

매출액 30,000 이상

자산총액 40,000 이상

도매업

종업원 수 3,000명 이상

매출액 30,000 이상

자산총액 40,000 이상

소매업
종업원 수 200명 이상

매출액 30,000 이상

운송업
종업원 수 3,000명 이상

매출액 30,000 이상

택배업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매출액 30,000 이상

매출액 30,000 이상

숙박업과

요식업

종업원 수 800명 이상

매출액 15,000 이상

정보통신

기술업

종업원 수 2000명 이상

매출액 100,000이상

<표 Ⅱ-1>  중국 대기업의 구분지표                         
                                                                     단위: 만 위안 

  <Ⅱ-1>에 의거하여, IT대기업은 종업원 수가 2,000명보다 많고 매출액 10억 

위안 이상의 조건을 지닌 IT기업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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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 IT대기업 종사자 

1)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개념 

IT종사자에 대한 관련 정의는 IT산업 및 기술에 대한 분류만큼 다양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NRC(National Research Council)는 IT 종사자를 “정보기술

시스템, 구성요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사고, 설계, 개발, 적용, 실행, 활용, 훈련 지

원, 문서화 그리고 관리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유

럽의 EITO(Eourpean Information Technology Observatory)는 IT 종사자를 “정

보기술에 대해 사고, 개발, 계획, 실행,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사

람”으로 정의한다. 중국의 경우도 각 연구기관 및 적용되는 산업 및 기술의 분류에 

따라 IT 종사자에 대해 약간씩 다른 정의를 내놓고 있다. 이 연구에서 중국 IT대기

업 종사자는 선정된 IT대기업에서 통신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인력을 의미한다. 

2)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특징 

중국 IT대기업은 정보기술을 핵심으로 하여 그에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하고 IT업에 많은 전문적인 기술인원을 집합하여 인력자원이 고도로 밀집되어 있는 

산업이다. 또한 IT기업은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다른 기업보

다 훨씬 더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는 다른 산

업 종사자 보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IT대기업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다른 산업의 종사자보다 높다. 지식정보

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IT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산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들은 빠른 업무 리듬 속에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王立雲, 2008). 대부분의 IT대기업이 베이징, 상해, 선전 등과 같이 생활 리듬이 

빠른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IT대기업 종사자들은 높은 직무 스

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IT대기업 종사자는 강한 자의식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성취 추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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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식과 독립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들은 소속된 기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자

율적인 업무 방식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추구한다. 이처럼 자아실현에 대한 추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IT기업 종사자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자신

이 속한 기업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그 조직을 떠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IT대기업 종사자는 기능 및 지식 혁신을 매우 중시한다(張勉，張德. 2003). 

신기술 혁명의 물결로 인하여 제품 생산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기에 IT기업은 신

속하게 신규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IT기업 종사자 역

시 끊임없이 지식과 기능을 갱신하는 학습형 인재가 됨으로써 IT 영역의 발전에 기

여하여야 한다(元琴, 2004). 이러한 맥락에서 IT기업 종사자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갖게 되며, 많은 IT대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

고 종사자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넷째, IT대기업 종사자는 전공 지식에 대한 인정욕구가 높다. IT업 종사자는 특히 

자신의 전문지식이 곧 IT산업의 생산도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

적 지위를 바탕으로 취업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자신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기업을 선택한다는 주체의식을 가지

고 있는 것이다(吳海燕. 2006). 이처럼 IT대기업 종사자들은 조직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IT기업 종사자는 인격과 존중을 얻기를 갈망한다. Mckinsey & Company

에 따르면,‘상사에게 관심을 느끼지 못한다’,‘업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없

다’,‘발전 기회가 없다’가 직원의 이직을 야기한 요인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직업을 포기하기 보다는 상사를 포기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이다(王立云， 

2008). 이처럼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상사에게 업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직원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IT기업 종사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낮은 통제 가능성을 갖는다.  

IT기업 종사자는 주로 사고 활동을 통해 조직 가치를 실현하는 편이다. 그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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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의 과정은 명확한 흐름과 절차가 없기 때문에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가 어

렵다. 동시에, IT 종사자가 종사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자기의 지

식과 영감을 의지하며 진행하는 것이다(丁奕, 2006). 따라서 IT기업들은 이런 특성

을 가지고 있는 IT대기업 종사자에게 효과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훈련 설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다. 중국 IT대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기업에서 교육훈련에 비용을 투자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해 조직원 개인의 역량이 

향상되고 그 결과로 조직 자체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국 IT대기업

에서도 많은 교육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IT대기업들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그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효과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우수한 인재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통하여 높은 성

과를 달성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 인력 관리 실패로 결국 투입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罗桂芳, 张博天, 2018). 

IT대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기술의 발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이다. 

IT대기업이 기술적으로 뒤쳐진다는 것은 곧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

다(高其勋, 张波, 2005). 따라서 IT대기업에서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스

로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기업을 발전시키는 주체인 "인력 자본"이 매우 중요하게 여

겨진다. IT업계의 기업 및 직원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IT기업의 직원교육 체계는 반

드시 개별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IT업계에서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굉

장히 빠르므로, IT기업들은 항상 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끊임없이 

직원교육 전략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陈丽娴, 2010). 최근 중국 IT대기업에서 실시

하는 직원교육 방식들로는 전통적인 직원교육훈련 과정, e-learning  직원교육, 수료

증이나 졸업증을 수여하는 형식 교육훈련, 온라인 교육훈련 과정, 조직 내부의 워크

숍, 멘토링 교육 등이 있다(王伟, 谭观音, 2007).

  하이얼(Haier)은 세계 4위의 전자생산기업으로서 중국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기

업으로 평가되며 30여개의 국가에 제조 기지와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하이얼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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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본으로 하여 직원의 활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의 교육훈련제도를 

설립하고 있다. 하이얼 교육훈련의 원칙은“상관적 지식을 배우고, 결핍된 지식을 보

완하고, 급한 지식이 있으면 먼저 배워야 한다.”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가장 먼

저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가치관 교육훈련이다. 해당 교육 내용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과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적인 측

면을 포함한다. 모든 신입직원에게 업무내용, 기업문화, 경영철학, 조직목표, 가치관 

등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부서를 배정하기 전에 먼저 각 부서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가장 적성에 맞는 부서로 배치한다(张霓，2007). 입사 후

에 진행하는 직무교육훈련도 있다. 또한 직원에게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특

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하이얼 대학에서는 기술교육, 창의적인 학습, 기업관리 등의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하이얼의 고급 관리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하이얼 대학에서 수업을 받거나 하이

얼 대학의 직원교육부서가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미이수 할 

경우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하이얼은 직원교육훈련의 중점을 업무능력 

향상에 두고 있다. 하이얼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즉각적

인 직원교육 모델"을 통해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즉, 실제 업무 과정

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가장 바람직한 사례나 최악의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각 사례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

선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각 사례를 유형화하여 직원들의 행동, 태도, 업무능력을 통

일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현장에서 바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직원교육의 사례들을 그룹 내부의 정기간행물인 <하이얼인>을 통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여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처럼 기업 대학에

서의 직원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평생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기술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의 자원 외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이얼(Haier)과 스위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상하이 CEIBS(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칭

화대학교, 미국 MTI 관리자문회사 등 20여 개의 교육기관들과 자문기관들은 서로 

협력하여 외부 직원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다(陈环宇,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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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huawei)도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화웨이

(huawei)의 CEO 任正非는 화웨이의 조직문화와 융화될 수 없는 사람은 중간 관리

자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고 하였다(任正非, 2010). 조직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

직문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에 관련된 교재도 제공하고 있다.

화웨이는 또한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훈련 

(on-the-job training)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웨이 대학을 설립하여 직원이 매년 

7%의 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교

육훈련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에는 기업문화 등과 같은 거시적인 교육과 더불어 현장 

실습 등의 구체적인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훈련 내용 가운데는 직급제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시장, 관리, 기술 등의 전문적인 교육도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교육

훈련과정이 끝날 때마다 엄격한 필기시험을 진행하여 직원의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을 파악한다. 직원은 훈련을 받고 성적에 따라 증명서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교육훈련에 따른 일부의 효과들은 실제 업무 가운데 나타난다. 만약 한 직원

이 특정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직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된 교육훈련을 설계하고, 교육훈련이 끝난 이후에는 부서 책임자가 교육훈련 결

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화웨이의 리더십 교육의 주요 방법으로는 직무순

환제도가 있다. 직무순환제도란 잠재적 리더에게 다양한 직책들을 순차적으로 맡게 

하는 제도를 가리키며 해외 직무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직책을 맡기 전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다양한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복합형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 밖에 멘토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멘토 제도는 각각의 중간 관리자마다 

한 명의 멘토를 배치하는 것이다. 멘토는 기업에서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담당하며 

대상자에게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일대일 교육훈련을 진행한다(赵建军,2006). 

화웨이는 기술을 중시하여 화웨이 정보와 인터넷 기술학교와  화웨이 기업대학을 

창립하였다. IT기업에서 R&D는 혁신의 원천이자 경쟁우위 확보의 핵심이다. R&D 

업무는 다른 업무들에 비해 업무의 반복성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R&D 

인력은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와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

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R&D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리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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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갈수록 많은 기업들이 직원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의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

다. 화웨이는 IBM 등의 세계적 기업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았고, 그 결과 회사의 R&D 

효율성이 세계적 기업들보다 낮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IBM

의 도움을 받아 통합제품개발(IPD)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년여의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IBM 자문단은 화웨이에 상주하며 다양한 형식의 교육 및 지도를 제공하였다. 

이런 아웃소싱 훈련 (outsourcing training)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IT 대기업도 있

다(程达军, 2013).  

알리바바(Alibaba)의 교육 대상은 회사의 모든 직원이다. 신입직원, 경비 인력에

서부터 고위층 관리자까지 모두 회사의 교육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크게 

신입직원 교육훈련, 재직직원 직능 교육훈련, 리더십 교육훈련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

다. 신입직원은 입사한 후 한 달 안에 반드시 2주 동안 유급 직장외교육훈련을 받아

야 하며, 교육훈련 내용에는 회사의 역사 및 문화, 가치관, 제품과 조직구조에 대한 

소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입직원의 평균 연령은 30세 이하로 낮

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입직원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양로원 위문이나 기타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재직직원 직능 교육은 전문적 직능 교육과 통용적 직능 교육으로 구분된다. 전

문적 직능에는 컴퓨터 기술,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이 있으며, 통용적 직능에는 기본

적인 직능, 의사소통, 프로젝트 관리, 문제해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업무 능력, 업무 효율, 성취감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리더십 교육은 주로 알

리바바 스킬 개발 프로그램(Alibaba skill development program), 알리바바 경영 

개발 프로그램  (Alibaba management development program, 알리바바 리더십 개

발 프로그램   (Alibaba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이 포함한다(赵丽，

2007).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인 레노버(Lenvov)는 2011년에 직원교육사업부를 신설

하였고, 3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중국의 33개 중등직업능력학교 및 42개 고등직업

능력대학과 제휴를 맺었다. IT 업계의 인재상과 레노버의 기업문화를 직업능력대학

에 도입하였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실무적인 학습과 업무 실습훈련의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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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해왔다. 이렇게 하여 학교와 

기업이 훌륭한 학습적 교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징동(Jingdong)의 교육훈련은 크게 리더십, 전문성, 관리능력, 일반적인 업무능력, 

문화적 소양, 시장 및 제품의 이해 등 몇 가지 측면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외부로

부터 초청한 전문가나 조직 내부의 우수한 인재가 직원교육을 진행한다. 리더십 교육

은 주로 회사의 임원이나 부사장 등과 같은 고위층 관리자가 진행하며, 전문성 교육

은 주로 내부의 전문가가 맡아서 진행한다. 일반적인 업무능력에 관한 직원교육에 있

어서 징동은 이미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직업 경력 계획>이라는 교육과정을 

선보이기도 하였다(李禺磊, 齐轶文, 2014). 징동은 개방 대학이라는 직원교육 모델을 

활용하여 학력이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이 전문대나 대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

는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폰 APP을 개발하여 직

원들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马

成功, 2014).

샤오미(MI)등 중국 IT대기업는 인터넷 학교를 설립하여 온라인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IT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영어 등 비즈니스에 관련된 과정도 있다.

중국 IT대기업의 교육훈련은 중국 다른 산업의 교육훈련 보다 기업 문화를 중시한

다는 공통점이 있고 교육훈련을 받는 인원수 또한 더 많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국 기

업은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훈련의 요구 분석, 평가, 만족도

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邱深,2017). 

전체 IT기업들 중의 45.65%는 정규 직원교육 계획에 따라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41.3%의 기업들은 직원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직원교육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들은 

전체의 13.04%에 불과하다. 이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기업들은 직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에서 직원교육훈련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严明燕, 2007). IT기업의 직원들이 보편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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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고 창조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반드시 수요 분석, 계획 수립, 과정 및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张广龙, 黄甜, 2009). 

2. 교육훈련 만족도

가. 교육훈련 만족도의 개념 

교육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고 익히도록 함으로써 사회 및 조직의 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한다(Beach, 1985; 이치숙, 2014, 재인

용). George T, Milkovieh & William F. Glueck,에 따르면 교육이란 “인간의 계

속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도와주기보다는 피교육자의 상태를 변화시켜 잠재적 소질을 

끌어냄으로써 일반적인 교양, 지식, 기능, 태도의 습득 또는 인격의 도약 등을 이루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훈련이란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

구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직무 방법 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다”(George 

T, Milkovieh & William F. 1985). 교육훈련이란 교육(Education)과 훈련

(Training)의 합성어로서 교육과 훈련이란 용어는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다(민경호, 

2000). 교육이란 개인의 일반적인 잠재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훈련은 

직무를 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의의를 살펴보면, 조직구성원에게 객관적인 직무수행에 필요

한 이론 및 실무 등의 지식을 익혀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한편, 주관적 경험을 체험

토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자세를 익혀 자기화 하는 것이다(정수영, 

1991). 조직구성원 입장에서는 능률을 향상시키고, 직무만족과 자기만족을 이루는 

것이며 개인의 자기개발과 크게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인 것이다. 또한 사회교

육적 개념으로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적 의도 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주체적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인으로서 건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교육훈련 만족도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만족’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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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만족의 의미를 마음에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

하고 넉넉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중국 신화 대사전(新華字典)에서는 중국어로 만의

(滿意)로서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거나 자기의 생각에 부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Zhengzhijun, 2011). Locke는 만족이란 정서적 반응(emotional response)이므

로 내부 과정에서만 발견되거나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일을 통해

서 얻은 경험을 평가한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 정의

하였다(Locke, 1976). McCormick은 만족을 집단 내 구성원들에 의해 유지되는 태

도의 특정 부분집합(subset)으로서 일에 대해 구성원들이 갖는 감정적 반응이며 개

개인의 가치나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족이란(satisfaction) 직무 자체 내지는 직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대하여 성

취, 인정, 보상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개인의 마음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감성 및 가치체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마음

상태는 경계를 분명히 구분 지을 수 없는 연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만족도를 측정해야 한다. 

만족의 개념에 의거하여 교육훈련 만족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훈련 만족

은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만족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는 과정중심 접

근방식과 둘째, 만족을 이끌어내는 구성요소의 결과를 비교하는 내용중심 접근방식이 

있다. 다시 말해, 교육훈련 만족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발생하는지에 대한 과정중

심 방식과 어떠한 요소들이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작용하는가를 결과적으로 판단

하는 내용중심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적 접근이 되는 것이다(최영준, 최은수, 

2008). 과정중심 방식에 따르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품질성과의 불

일치 정도에 따라 고객의 만족도가 결정된다(신봉섭, 2003). 즉, 고객이 제품과 서비

스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지각한 품질 및 서비스와 사용 전에 기대했던 수준과 비교

함으로써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내용중심 방식은 만족을 이끌어내는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이며, 만족을 인지적 상태로 본다. 이는 지불한 재화와 제공받

는 서비스에 대해 구매자가 느끼는 적절함 정도로 소비자가 느끼는 인지적인 상황이

라고 볼 수 있다(Haword & Sheth, 1969; 최영준, 최은수, 2008, 재인용).

이 연구에서 교육훈련 만족도는 중국 IT대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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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습자가 교육훈련을 마친 후 교육훈련의 각 측면에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교육훈련을 마친 후 교육훈련 전체 뿐 아니라 하위요소

인 교육훈련 내용, 교수자, 학습자 지원 서비스, 교육훈련 시설 각각에 대하여 만족하

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교육훈련 만족도의 구성요소 

Caffarella & O'donnell(1987)은 교육훈련 만족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서 결과적 

측면인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과 과정적 측면인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으로 구분하였

다.

Smith & Offerman(1989)은 보다 다각적으로 교육훈련의 만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교육훈련 만족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초

점을 맞추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 외에도 교육환경이나 담당직원에 대

한 만족을 강조하였다.

Astin(1993)은 교육훈련 만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 교수와의 관계, 

학우관계, 교육과정, 행정, 시설 등의 지각을 통한 만족도와 학생에 대한 교수들의 관

심정도, 행정직원과의 관계, 학생 지원 서비스의 우선순위 등 교육훈련 주변 요인의 

내용을 조사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만족도 조사를 위한 주요 구성요인을 설

명하기 위하여 교수,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생 지원 서비스, 시설,   

등 대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였다. 이 구성요인들을 요인

분석을 통하여 교수와의 관계성,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들의 학교생활, 교육시설의 4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Krehbiel 외(1997)는 교육훈련 만족을 결정하는 구성요인의 주요 내용으로 교수

능력, 교육내용, 컴퓨터 활용, 그리고 성적 평가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정 

교과에 대한 교육훈련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Harvey 외(2000)는 교육훈련 만족도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도서관, 교육실습시설, 전산시설, 학생서비스, 학교환경, 식당 및 휴게실, 학생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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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기개발기회 등의 10개 영역을 정하였다. 

서혜전(2001)은 평생교육의 학습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자기조절, 학습

동기, 사회적 역할, 사전지식의 정도, 학습전략 등 13가지를 제시 하였다.

최규환(2001)은 강의내용, 학생에 대한 교수태도, 학생의 수준과 수업에 임하는 

자세, 학과시설 및 복지 등이 학습만족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김의근(2001)은 시설 및 기자재, 교수태도, 학생수업태도, 교육내용을 교육훈련 만

족도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정하고 측정을 실시했다.

이기환(2003)은 관공서의 평생교육을 고찰하면서 평생교육학습자의 교육훈련 만

족 내용으로서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교육담당자에 대한 만족도, 

이용정도에 대한 만족도,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만족

도 내용을 분류하였다. 

중국의 경우, 李志，周卓华(2005)은 영업사원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교수자, 교육훈련 환경, 교육훈련 관리 시스템, 교육내용, 교육훈련 방식, 

교육훈련 동기부여 시스템 등 12가지를 제시하였다.  

尚伟伟(2015)은 농촌 유치원 교사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교육훈련 방식,  교육훈련 유용성,  교육훈련 과정 등 12개의 하위요소로 구분하였

다. 

<표Ⅱ-2>은 교육훈련 만족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교

육훈련 만족도는 학습자가 교육훈련을 마친 후 교육훈련의 각 측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만족도의 구성요소로서 교육내용, 교

수자, 학습자 지원 서비스, 훈련시설 4가지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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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내용

Caffarella &

O'donnell(1987)

결과적 측면인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과 과정적 측면인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으로 나누어 언급함

Smith & Offerman(1989)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 외에도 교육환경이나 담당직원

에 대한 만족에 대하여 강조함

Astin(1993)
구성요인들을 요인분석을 통하여 교수와의 관계성, 교육과정과 수

업, 학생들의 학교생활, 교육시설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함.

Krehbiel 외(1997)

학습자들의 자발적 동기와 태도 그리고 교육훈련 환경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며 교육훈련 대상자

인 학생들의 동기와 태도를 중심으로 만족도를 측정함

Harvey 외(2000)
교육과정, 교수-학습, 도서관, 교육실습시설, 전산시설, 학생서비스

등의 10개 영역을 정하였음

서혜전(2001) 자기조절, 학습동기, 사회적 역할, 사전지식의 정도, 학습전략 등

최규환(2001)
강의내용 및 수준, 학생에 대한 교수태도, 학과시설 및 복지, 본인

의 수업태도의 4가지 요인을 제시함

김의근(2001)
시설 및 기자재, 교수태도, 학생수업태도, 교육내용을 교육훈련 만

족도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정함

이기환(2003)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강사(교육담당자)에 대

한 만족도, 이용정도에 대한 만족도,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의

5개 영역에 대한 만족도 내용을 분류함

李志，周卓华(2005)
교수자, 교육훈련 환경, 교육훈련 관리 시스템, 교육내용, 교육훈련

방식, 교육훈련 동기부여 시스템 등 12개 구성요인으로 정함

尚伟伟(2015)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교육훈련 방식, 교육훈련 유용성, 교육훈

련 과정 등 12개의 하위요소로 제시함

<표 Ⅱ-2>  교육훈련 만족도의 구성요소 

다. 교육훈련 만족도의 측정 

정일찬(2009)은 Astin(1993)의 투입-환경-산출 모형을 활용하여 영어 교육 프

로그램을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성으로 교육훈련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Astin(1993)은 교육훈련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학교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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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광범위한 항목을 교육훈련 만

족도에 포함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교수와의 관계성,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들의 학

교생활, 교육시설 등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도구의 전체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값은 .86이었다.  대표적인 문항은‘ 나와 강사의 상호작용은 활발한 편

이다 .’, ‘강사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하여 만족한다. ’ 등이었다. 

한상희(2007)는 장애인의 직업훈련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업훈련에 대한 만

족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도출하였다. 훈련운영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53

이고, 훈련시설 만족도는 평균 3.51, 훈련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3.40으로 나타

났다. 전체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값은 .90이었다.  대표적인 문항은 ‘교

수들의 수업방법은 만족스럽다.’, ‘건물내부는 이용하기 편리하다’ 등이었다. 

김성빈(2017)은 사이버대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hin(2003)의 검

사도구를 사용하였다. Shin(2003)의 도구는 원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성

취감, 수강에 대한 보람, 타인 추천 의향 등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은 ‘나는 본 그램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나는 이  그램 다른 사람에게 추천 것이다’ 등이었다. 

Shin(2003)의 연구에서 도출된 Cronbach α값은 .94 이었고, 김성빈(2017)의 연

구에서는 .946이었다. 

王文娇, 马珊珊(2015)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기간, 평가방식, 학습

자에 대한 만족도 , 교육훈련 기대, 조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직 특성 등으로 구성

된 총 30개 문항을 가지고 Likert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교육훈련 만족도를 측

정하였다. 이 도구의 전체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값은 .88이었다. 

周小刚 李丽清(2013)은 Kirkpatrick의 4단계 도구를 활용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기대, 교육훈련 가치.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 총 15개 문항을  Likert방식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농업인의 교육훈련 만족

도를 측정하였다. 이 도구의 전체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값은 .84이었다. 

대표적인 문항은‘나는 교육훈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 교육훈련 프

로그램 친구에게  추천 것이다’ 등이었다. 이 연구에서 농업인의 교육훈련 만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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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았다. 

학자 조사대상 문항구조 응답법위 타당도 신뢰도

Shin(2003)
원경 교육

참여자
8문항

1~5점

(Likert Scale)
요인분석 .94

한상희(2007) 장애인 8문항
1~5점

(Likert Scale)
요인분석 .90

정일찬(2009)

영어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22문항 1~5점 .86

周小刚

李丽清(2013)
농업인 17문항

1~5점

(Likert Scale)
요인분석 .84

王文娇

马珊珊(2015)

초등학교

교사
30문항

1~5점

(Likert Scale))
요인분석 .88

김성빈(2017)
사이버

대학생
8문항

1~5점

(Likert Scale)
.946

<표 Ⅱ-3>  교육훈련 만족도의 측정도구 종합 

3. 교육훈련 만족도와 관련변인

가. 학습자 특성 변인  

가) 자아존중감 

자기존중감(self-esteem)이란 용어는 미국의 심리학자 William James(1890)가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 또는 자기존중감, 자

기개념(self-concept), 자기상(self-image), 자기지각(self-perception), 자기평가,

자기가치라는 개념으로 서로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민성혜,2011,재인용). William 

James(1890)는 자아존중감의 본질에 관한 3가지 중요사항을 지적했다. 첫째, 자기

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가치판단에 의존한다. 둘째, 자기개념과 그에 대한 가치판단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셋째, 인정이든 비난이든 가치

판단에는 감정적 반응이 수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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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smith(1967)는 자기존중감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이나 비

난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자기 

평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한다고 하였다. 

Stuart(1983)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행동과 이상적 자기의 일치 정도를 분석하여 

얻어지는 자기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 Rosenberg(1979)는 자기 자신을 존

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자아존

중감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특히,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송인섭,1998). Gordon은 자아존중감은 자

신의 잠재적 활동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개개인의 평가지향으로서 타인과

의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서은진,2007). 杨萌(2010)은 지

식 기반 종사자는 자아존중감과 교육만족도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제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울 중국 IT 대기업 종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느

끼는 감정이나 가치 또는 인지를 결정하는 성격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Rosenberg 

(1979)이 설정한 10개 문항을 기업 훈련 상황에 맞추어 활용하고자 한다. 

나) 참여동기 

참여동기의 개념은 보편적으로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의미한다. 

Tharenou(2001)는 참여동기를 훈련에 참석하고자 하는 열망이라 하였다. 참여동기

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시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방법, 강좌 운영방법 및 평가 등의 요

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를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해왔다(김청

자,2005; 은주희, 임규연, 2013; 임영희, 안주영, 권인탁, 2012; 정기수, 2011;). 따

라서 참여동기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정훈

(2012)은 참여동기란 학습자가 교육에 참가하는 이유로 정의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서 참여동기는 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라고 정의하였으며, 연구자 별로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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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없었다. Nease(2000)는 개인적 특성, 상황적 특성, 참여동기, 그리고 학습 참

여동기가 만족도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에 의하면,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이 교육훈련 참가자들의 참여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참여

동기가 만족도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임영희 외(2012)는 대학 평

생교육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였으

며,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에 따르면 대학 평생교육 참여자의 참여 동기는 성인학습자

의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의 56.8%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참여동기

는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

구에서는 참여동기를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로 

정의하고 Tharenou(2001)가 개발한 7개 문항 도구를 사용하였다.

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capability)에 대한 믿음(Bandura 1978, 1986)”으로 “특

정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자원(cognitive resource)을 동원하고 스스로 

동기부여(motivation)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Wood & Bandura 

1989)”을 말한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인식과 행동, 그리고 환경이 서로에게 영향

을 미치며 상호보완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사회인지이론(self cognitive 

theory)에 바탕하고 있는 개념이다. 즉, 개인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역량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렇게 획득된 정보를 종합하여 자

신의 역량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내림으로써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목표 수준에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나 기대를 의미한다(윤지예, 김진모, 2010). 개인의 행동은 그에 필요한 기술

이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인지적 요인의 매개가 필요하며, 자기효능감은 이러한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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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지적 요인 중 하나이다(이정욱, 2012).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하위영역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성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

은 다양한 하위요소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Bandura(1986)는 자

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요소로 자신감(self-confidence), 자기조절 효능

감(self-regulatory efficacy), 과제난이도에 대한 선호(task-difficulty 

preference) 등을 제시하였다. 孟彩(2007)는 IT기업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의 종사

자들 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기 때문에 교육훈련성과와 만족도 역시 높다고 분석하였

다. 가연희(2008)는 민간기업 H제철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하여 

참가자들의 자기효능감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개인적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Chen, G., Gully(2001)이 개발

한 총 8문항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라) 조직몰입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을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에 완전히 참여하면서 느

끼는 총체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삼출 역,2003). Hoffman과 Novak(1996)

은 몰입에 대해 본질적으로 즐거운 경험이라고 정의하면서 최상의 경험에 대한 가치

와 최고의 수행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즐거움 즉, 최상의 경험, 최고의 수행과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몰입을 최상의 경험을 하는 과정으

로 기술하였다. 또한 O'Reilly와 Shatman(1986)이 제시한 몰입이라는 것은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지의 결합으로서 개인이 가지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가치관의 일치를 

통하여 심리적인 애착이나 소속의 욕구를 유발시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정체성을 소

유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이러한 몰입개념의 본질을 통해 조직과 관련한 조직구성원의 심리

적 상태를 말하며, 조직구성원 개인과 조직 간의 목표나 가치의 일치가 가장 핵심적

인 내용을 이루면서 조직이 존속되고 발전되도록 조직구성원이 조직을 위해서 무엇

인가를 하려는 적극적인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최훈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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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구성원이 주요목표와 가치를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에 소속감이나 충성심을 느끼고, 조직에 남아 조직을 위해 노력

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Mowday,& Porter, 1979). 조직몰입은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 즉,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갖는 성향을 나타내고 이해하는 개념으로 

조직행동 연구가들에게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 동안 조직몰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조직몰입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직몰

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보편적인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학자

들에 따라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림에 따라 조직몰입의 개념

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조직몰입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양

하여 아직도 완전한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 조직몰입의 정

의와 수준은 Porter외(1974)가  학자들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도구를 사용하고 측

정하였다. 周奇风 (2011)는 조직몰입은 교육만족도에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자아존중감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Nease(2000) +

孟彩(2007) +

杨萌(2010) +

周奇风(2011) +

임영희 외(2012) +

이치숙(2014) +

주 : + 교육훈련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표 Ⅱ-4>  학습자 특성 변인과 교육훈련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종합    

나. 프로그램 특성 변인 

1) 과제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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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학생들에게 지니는 가치를 Eccles와 Wigfield(1985)는 흥미, 유용성, 중요

성 가치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내적 가치라고도 하는 흥미 가치(interest value)

는 단지 활동 그 자체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이다. 유용성 가치(utility value)는 과

제를 목적과 미래의 가능성과 관련 지어 유용하다고 지각하는 가치이다. 중요성 가치

(importance value)는 달성가치라고도 하는데 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

고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Bong(2001)은 16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제가치와 만족도의 하위 개념인 향

후 수강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과제가치가 향후 수강의도를 예측함을 밝혀 과

제가치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Desimone & Harris(2002)은 교육

훈련에 대한 과제가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광희와 김가연(2009)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조직 구성원 

166명을 대상으로 과제가치의 교육훈련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을 연구하였고, 과제가

치가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함을 규명하였다(주영주 외, 2012).

이 연구에서는 과제가치를 구성원이 교육훈련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자체를 즐겁

게 생각하고 과제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과제가 유용하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

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Halston(2014)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6문

항을 활용하였다.

2) 직무관련성 

직무관련성은 교육훈련의 내용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며 교육

훈련의 내용이 직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를 의미한다. 张芳(2016)에 따르면, 

기술핵심형 직원은 일반적 지원 보다 기업에 대한 충성도 더 높고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동기와 만족도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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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과제가치 직무관련성

Bong(2001) +

Desimone

&Harris(2002)
+

张芳(2016) +

이광희와

김가연(2009)
+

주 : + 교육훈련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표 Ⅱ-5> 프로그램 특성 변인과 교육훈련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종합 

다. 조직특성 변인 

1) 상사 지원

상사지원은 학습자가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업무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

하여 상사가 얼마나 지원하거나 촉진하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수준이다. 이 연구

에서는 Holton, Bates과 Ruona(2000)의 상사지원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李琳(2015)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지원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

과를 검증하였다.

2) 동료 지원

상사지원은 학습자가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업무 현장에서 활용

하는 데 있어서 상사 혹은 관리자가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Holton, 

2005). 张金玲(2009)는 동료의 지원이 높으면 교육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

3) 조직 지원 

조직 지원은 조직 차원의 정책, 절차, 또는 실행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훈련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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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입증하는 보상체계, 또는 교육훈련의 적용을 위한 자원의 제공 등을 의미한다. 

많은 선행연구가 조직지원과 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해오고 있다.  Hand, Richards

와 Slocum(1973)은 기업체 중간관리자 63명을 대상으로 조직지원이 교육훈련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조직문화 측면에서 교육 받은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내 문화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

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 상사 지원 동료 지원 조직 지원

Hand, Richards와

Slocum(1973)
+

김가연(2009) +

李琳 (2015) +

张金玲(2009) +

주 : + 교육훈련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

<표 Ⅱ-6>  조직 특성 변인과 교육훈련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종합 

4) 인구통제학적 변인

가) 성별 

김철민(2003)의 연구에서는 훈련환경에 대한 남자 종사자의 만족도가 여자 종사

자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훈련내용 만족요인에 대한 여자 종사자의 만

족도가 남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 박미희(2011)와 박태훈(2015)의 연구에서도 교육훈련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서 차이가 나타났다. 김태우(2016)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许燕(2010)는 성별과 결혼여부를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다른 결과와 달리, 성별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고 미혼 종사원보다 기혼 종사원이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연령 

박미희(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실직자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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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학력, 훈련참여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김태우(2016)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박태훈(2015)은 교육만족도와 교육전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에서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임을 검증하였다.

다) 학력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박태훈

(2015)은 교육만족도와 교육전이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변인임을 검증하였다. 王芳(2011)에 따르면, 기업이 전개하는 인재  교육 프

로그램에는 자아발전의 효과가 있다. 또한 교육의 효과와 매체의 사용에 대한 만족도

는 저학력 종사자들에 비하여 고학력 종사자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나, 고학력 지식

형 직원의 교육훈련 만족도는 보편적으로 낮았다. 김태우(2016)의 연구에서는 학력

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만족도 전 영역에 걸쳐 가장 높

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은 학력별로는 고졸이었다.

라) 직급 

직급은 사원, 대리, 과정, 차장, 부장이상으로 구성하였다. 박태훈(2015)은 교육만

족도와 교육전이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직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임을 

검증하였다. 

마) 직무 

직무는 기획·관리·총무·인사 분야 , 생산분야,  서비스 고객관리,  영업 마케

팅, 연구 개발 문야, 기타로 구성하였다. 胡庆喜(2017)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유형

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를 종합하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표 Ⅱ-8> 과 같

이 성별, 연령, 학력, 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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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무

김철민(2003) +

박태훈(2015) + + + +

김태우(2016) + + +

박미희(2011) + +

许燕(2010) ×

王芳(2011) -

胡庆喜(2017) ×

주 : + 교육훈련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음
      - 교육훈련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 
      x 교육훈련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음 

<표 Ⅱ-8>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교육훈련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종합 



- 34 -

[그림 Ⅲ-1]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고 관련 변

인과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교육훈련 만족도로서 교육

훈련 내용, 교수자, 학습자 지원 서비스, 교육훈련 시설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하였다. 독립변인은 학습자 특성 변인, 프로그램 특성 변인, 조직 특성 변인으로 학습

자 특성 변인에는 자아존중감,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등 4개 변인이, 프로그

램 특성 변인에는 과제가치와 직무관련성 등 2개 변인이, 조직 특성 변인에는 상사 지

원, 동료 지원, 조직 지원 등 3개 변인이 포함되었다. 통제변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변

인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무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그

림Ⅲ-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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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IT대기업은 종업원 수가 2,000명보다 많고 매출액 10억 위안 이상의 조건을 지

닌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중국 IT업 협회, 공업과 정보화 정보센터가 발표한 중국IT

업 100대 기업들 중 종업원 수가 2,000명이상과 매출액 10억 위안 이상의 조건을 

모든 만족하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중국 IT업 100대의 선발기준은 매출액, 종업원 

수, 이윤, 사회영향력 등 있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점수에 따라 정해진 순위는 

다음과 같다<표 Ⅲ-1참조>. 

순위 기업 명청 매출액

1 华为技术有限公司  17861603

2 腾讯科技（深圳）有限公司 4600000

3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4122240

4 阿里巴巴（中国）网络技术有限公司 1615323

5 航天信息股份有限公司 1128593

6 浪潮集团有限公司 1051215

7 百度在线网络技术（北京）有限公司 1016933

8 中软国际有限公司 924136

9 东软集团股份有限公司 921335

10 京东集团 913412

11～99 … …

100 厦门市美亚柏科信息股份有限公司 133355

<표 Ⅲ-1>  중국 IT업 100대 기업의 매출                                     단위: 만 위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국 IT대기업의 전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7년 중국기업연합회, 중국 IT업 협회, 공업과 정보화 정보센터

가 발표한 중국 IT업 100대 리스트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중국 

IT대기업은 중국기업연합회, 중국 IT업 협회, 공업과 정보화 정보센터가 발표한 중국 

IT업 100대 기업들 중의 종업원 수가 2,000명이상과 매출액 10억 위안 이상의 조

건을 만족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중국 IT업 100대 기업의 선발기준은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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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이윤, 사회영향력 등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IT업 100대 기업들 전체가 

종업원 수가 2,000명 이상과 매출액 10억 위안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중국 IT

업 협회, 공업과 정보화 정보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중국 IT대기업 100대 

리스트의 입선 기준은 매출액 133,355 만 위안 이다. 하지만, <표 Ⅲ-2>를 참고하

여 100대 기업 중 14개 기업의 인원수가 2,000명이 미만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중국 IT대기업은 2017년 중국 IT대업 100대기업 중 86개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중국 IT대기업은 주로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으며, 베이징(32개), 신진

(13개), 상하이 절강 지역(14개)이 대표 도시이다.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총 인원

수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중국 IT업 100대 기업의 각 종사자 수는 120만 

명 넘었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86개 대기업의 총 인원수는 대략 1,235,100명이다.

순위 기업 명청 인원수

1 华为技术有限公司 170000

2 腾讯科技（深圳）有限公司 40678

3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91452

4 阿里巴巴（中国）网络技术有限公司 73780

5 …

48 北京神州泰岳软件股份有限公司 1000

49 启明信息技术股份有限公司 1900

51 石化盈科信息技术有限责任公司 1200

71 信雅达系统工程股份有限公司 1000

72 北明软件有限公司 1000

74 先锋软件股份有限公司 1000

77 北京易华录信息技术股份有限公司 600

83 联动优势科技有限公司 1000

88 福建网龙计算机网络信息技术有限公司 100

89 讯飞智元信息科技有限公司 300

90 北京神舟航天软件技术有限公司 500

92 苍穹数码技术股份有限公司 800

95 北京先进数通信息技术股份公司 1500

97 亿阳信通股份有限公司 1700

<표 Ⅲ-2>  중국 IT대기업 100대의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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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집

중국은 기업 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체 IT 

종업원 수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중국 대기업이 종업원 2,000명 이상인 

기업을 의미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IT기업 100대 리스트에 선정된 기업 중 86

개의 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모집단의 크기는 1,235,100명을 넘

을 것으로 추정된다.

Krejcie와 Morgan(1970)는 연구를 통해 모집단이 25만 명 이상일 경우 적정한 

표 본 수를 384명이라고 제시했으며, 국내의 연구(류근권, 2005)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과학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표본 수가 300명 이상이라고 제시하였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주요 분석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다회귀분

석에서 어느 정도의 사례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대체로 독립

변인과 사례수의 비율이 약 1:20 정도가 되어야 예측 검증력이 낮아지지 않는다

(Tabachnick & Fidell, 1989). 이 연구의 경우 총 10개의 변인을 분석에 사용하였

고, 독립변인은 9개이므로 최소 18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의 크기와 회수율 및 불성실 응답률을 고려하여 목표 표

집 수를 500부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표집을 위한 중국 IT기업 선정을 위해, 중국 IT기업 100대 리스트

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 연구자가 접근가능 한 

기업을 임의로 선정하는 유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0개의 기업을 선정하였다. 목표 

표집 수인 500명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된 각 기업별로 25명씩 표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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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업 명청 번호 기업 명청

1 华为技术有限公司  11 北京小米移动软件有限公司

2 腾讯科技（深圳）有限公司 12 前程无忧公司

3 中兴通讯股份有限公司 13 xunlei

4 阿里巴巴（中国）网络技术有限公司 14 人民网股份有限公司

5 百度在线网络技术（北京）有限公司 15 新华网股份有限公司

6 京东集团 16 国当当电子商务有限公司

7 网易（杭州）网络有限公司 17 北京艺龙信息技术有限公司

8 海尔集团公司 18
上海陆家嘴国际金融资产交易市场

股份有限公司

9 海信集团有限公司 19 竞技世界(北京)网络技术有限公司

10 同方股份有限公司 20 智联招聘有限公司

<표 Ⅲ-3>  유의표집 대상 기업 리스트 

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중국 IT 

대기업 종사자들의 교육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을 실질적으로 구

명하기 위하여 <표 Ⅲ-4>와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크게 교육만

족도 척도, 학습자특성 척도, 프로그램특성 척도와 조직특성 척도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양식은 5점 리커트 척도 및 선택형 문항 등을 활용할 것이다.

원문 설문지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연구자가 먼저 영어 및 한국어 버전의 설문지

를 중국어로 번역한 다음, 시드니 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중국 석사 유학생 1명, 한국

어를 전공하고 한국에서 교육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산동사범대학교 현직 교수 1

명, 목표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 HRD 전문가 1명에게 번역된 중국어 버전의 

설문지를 검토 요청하고 1차 예비조사(field test)를 실시하여 중국 IT대기업 상황에 

적합한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 졌는지를 검토 받았다. 그

리고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예비조사 설문지를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조사도구를 검증

하기 위하여 문항내적일치도( Cronbach’α)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가 .60이상, 표준화적재치는 .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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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문항

관련변인

성별 1

Ⅺ-1-5

연령 1

학력 1

직급 1

직무 1

자아존중감 10 Ⅱ-1-10

참여동기 7 Ⅲ-1-7

자기효능감 8 Ⅳ-1-8

조직몰입 15 Ⅴ-1-15

과제가치 6 Ⅵ-1-6

직무관련성 5 Ⅶ-1-5

상사 지원 6 Ⅷ-1-6

동료 지원 4 Ⅸ-1-4

조직 지원 5 Ⅹ-1-5

교육훈련 만족도

교육훈련내용에 대한 만족도 7 Ⅰ-1-7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7 Ⅰ-8-14

학습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5 Ⅰ-15-19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만족도 5 Ⅰ-20-24

총 문항 95

<표 Ⅲ-4>  조사도구의 구성

가. 교육훈련 만족도 

설문문항은 김주현(2008)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김주

현(2008)이 개발한 도구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양식은 5점 리커트 척도

를 활용하였다. 훈련내용에 대한 만족도,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학습자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신뢰도의 값은 모두 0.9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훈련시설에 

대한 만족도도 0.853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

체 교육훈련 만족도와 각 하위요인의 예비조사와 본조사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Ⅲ-5참고>. 교육만족도에 대한 예비조사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Ⅲ-6> 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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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문항의 표준화적재치가 요인적재 기준인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목 예비조사(n=49) 본조사(n=426)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955 .962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871 .840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915 .945

학습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874 .890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
.860 .894

<표 Ⅲ-5>  교육훈련 만족도의 내적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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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교육훈련 내용
교수자

학습자 지원

서비스
교육훈련 시설

예비

조사

(n=49)

본조사

(n=426)

예비

조사

(n=49)

본조사

(n=426)

예비

조사

(n=49)

본조사

(n=426)

예비

조사

(n=49)

본조사

(n=426)

ETS1 .75 .63

ETS2 .75 .64

ETS3 .61 .58

ETS4 .74 .61

ETS5 .69 .63

ETS6 .48 .47

ETS7 .60 .62

ETS8 .62 .66

ETS9 .77 .79

ETS10 .76 .74

ETS11 .82 .83

ETS12 .76 .75

ETS13 .73 .69

ETS14 .87 .91

ETS15 .82 .80

ETS16 .81 .82

ETS17 .78 .69

ETS18 .82 .77

ETS19 .77 .79

ETS20 .74 .76

ETS21 .83 .85

ETS22 .67 .66

ETS23 .87 .83

ETS24 .79 .82

<표 Ⅲ-6>  교육훈련 만족도의 요인분석 결과 

나. 학습자특성 척도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구성원이 자신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Rosenberg(1979)이  설정한 10개 문항을 기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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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맞게 사용하였다. 응답 양식은‘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되었다. 신뢰도 값은 개발 당시 .92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에 대한 예비조사 요인분석 결과는 <표Ⅲ-7>와 같다. SES2는 .33, SES6는 .39로 

나타났다. 제거된 표준화적재치의 결과를 분석하여 제거하지 않고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본조사 결과는 모두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내적일치도 계수의 경우. 예

비조사 .881, 본조사 .795로 나타났다.

항목

예비조사(n=49) 본조사(n=426)

전체

요인적재치

SES2

제거

SES6

제거

전체

요인적재치

SES1 .71 .68 .58 .70

SES2 .33 .31 .42

SES3 .79 .80 .79 .73

SES4 .73 .73 .74 .71

SES5 .44 .41 .42 .41

SES6 .39 .37 .45

SES7 .75 .75 .74 .75

SES8 .65 .53 .54 .62

SES9 .40 .41 .40 .48

SES10 .67 .62 .63 .76

<표Ⅲ-7>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 결과 

2) 참여동기 

이 연구에서는 참여동기를 기업에서 구성원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 

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Tharenou(2001)의 도구를 바탕으로 총 7개 문항을 

구성하였고, 응답양식은‘매우 그렇다’부터‘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를 포함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되었다. 신뢰도 값은 개발 당시 .82로 나타났다. 참여동기에 대한 

예비조사 요인분석 결과는 <표Ⅲ-7>와 같다. PM6는 .22로 나타났다. 제거된 표준

화적재치의 결과를 분석하여 제거하지 않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조사 결과는 모

두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내적일치도 계수의 경우. 예비조사 .957, 본조사 

.91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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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예비조사(n=49) 본조사(n=426)

전체

요인적재치
PM6제거

전체

요인적재치

PM1 .66 .65 .70

PM2 .71 .71 .72

PM3 .85 .84 .79

PM4 .79 .81 .80

PM5 .92 .93 .81

PM6 .22 ,52

PM7 .73 .74 .79

<표Ⅲ-8> 참여동기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으로 정의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Chen, Gully, Dov(2001)가 사용한 8개의 항목을 참고하여 사

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써 총 7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양식은‘매우 그렇

다’부터‘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를 포함한 5점 리커트 착도로 제작되었다.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6 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는 <표Ⅲ-9>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는 모두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내적일치도 계수의 경우. 예비조사 .707, 본조사 .803으로 나

타났다.

항목 예비조사(n=49) 본조사(n=426)

SEF1 .67 .70

SEF2 .69 .69

SEF3 .70 .68

SEF4 .67 .69

SEF5 .79 .77

SEF6 .76 .80

SEF7 .78 .81

SEF8 .81 .83

Cronbach α .707 .803

<표Ⅲ-9>  자기효능감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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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주요목표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에 소속감 

이나 충성심을 느끼고, 조직에 남아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고 정도를 정의한다 

(Mowday, streers& Porter, 1982). 이 연구에서는 Porter(1974)가 개발한 도구

를 사용하고 8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양식은 ‘매우그렇다’,‘전혀 그렇다’까지 5

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되었다. 신뢰도 값은  .90 으로 나타났다. 조직몰입에 대한 예

비조사와 본조사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는 <표Ⅲ-10>와 같다. 요인분석 결

과가 모두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내적일치도 계수의 경우. 예비조사 

.889, 본조사 .875으로 나타났다.   

항목 예비조사(n=49) 본조사 (n=426)

OC1 .58 .51

OC2 .63 .59

OC3 .56 .57

OC4 .57 .55

OC5 .77 .63

OC6 .82 .69

OC7 .52 .62

OC8 .60 .69

OC9 .66 .70

OC10 .82 .79

OC11 .46 .43

OC12 .64 .69

OC13 .75 .77

OC14 .76 .78

OC15 .57 .59

Cronbach α .889 .875

<표Ⅲ-10>  조직몰입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 

다. 프로그램 특성 척도 

1) 과제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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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치는 Halston (2014)는 기초 측정도구를 수정하고 사용한  6문항을 사용하

고자 한다. 응답양식은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를 포함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되었다.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89 으로 나타났다. 과제가

치에 대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는 <표Ⅲ-11>와 같다.  

모두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내적일치도 계수의 경우. 예비조사 .893, 본조

사 .875로 나타났다.

항목 예비조사(n=49) 본조사(n=426)

TV1 .79 .81

TV2 .48 .45

TV3 .87 .87

TV4 .90 .91

TV5 .87 .86

TV6 .95 .89

Cronbach α .893 .875

<표Ⅲ-11> 과제가치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 

2) 직무관련성 

직무관련성은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유용하며 

학습전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도형(1995)이 

개발한 5개 문항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응답양식은‘매우 그렇다’부터‘전혀 그

렇지 않다 ’까지를 포함한 5점 리커트 착도로 제작되었다. 신뢰도 값은  .92 으로 

나타났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는 

<표Ⅲ-12>와 같다. 모두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내적일치도 계수의 경우. 

예비조사 .962, 본조사 .91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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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예비조사(n=49) 본조시(n=426)

WR1 .92 .89

WR2 .94 .93

WR3 .94 .92

WR4 .94 .91

WR5 .90 .88

Cronbach α .962 .912

<표Ⅲ-12> 직무관련성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 

라. 조직 특성 척도 

1) 상사 지원 

상사 지원은 상사가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업무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거나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Holton,

Bates과 Ruona(2000)의 상사 지원 도구를 사용하였다. 응답양식은‘매우 그렇

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를 포함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되었다.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38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의 상사 지원에 대한 예비조

사와 본조사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는 <표Ⅲ-13>와 같으며, 모두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내적일치도 계수의 경우. 예비조사 .961, 본조사 .933으로 나

타났다. 

항목 예비조사(n=49) 본조사(n=426)

SS1 .91 .92

SS2 .94 .94

SS3 .89 .90

SS4 .91 .89

SS5 .93 .91

SS6 .89 .90

Cronbach α .961 .933

<표Ⅲ-13>  상사 지원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 

2) 동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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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지원은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업무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있

어 동료가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Holton,2005). 이 연구에서는 

Holton, Bates과 Ruona(2000)의 4개 문항을 사용하고  응답양식은 ‘매우 그렇

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를 포함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되었다. 신뢰

도 Cronbach’s α값은  .928 으로 나타났다. 동료 지원에 대한 예비조사와 본조사

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는 <표Ⅲ-14>와 같으며, 모두 .40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문항내적일치도 계수의 경우. 예비조사 .949, 본조사 .910으로 나타났다. 

항목 예비조사(n=49) 본조사(n=426)

CS1 .92 .91

CS2 .97 .93

CS3 .89 .91

CS4 .96 .95

Cronbach α .949 .910

<표Ⅲ-14>  동료 지원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  

3) 조직 지원 

조직 지원(organizational support)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정책 또는 제

도, 절차 또는 실행에 대한 학습자의 조직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Tracey와 Tews(2005)의 5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응답양식은‘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를 포함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작되었다.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757 으로 나타났다. 조직 지원에 대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는 <표Ⅲ-15>와 같으며, 모두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문항내적일치도 계수의 경우. 예비조사 .945, 본조사 .89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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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예비조사(n=49) 본조사(n=426)

OS1 .92 .94

OS2 .96 .93

OS3 .76 .73

OS4 .94 .91

OS5 94 .93

Cronbach α .945 .899

<표Ⅲ-15> 조직 지원의 요인분석과 내적일치도 결과 

마. 인구통계학적 척도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무를 선정하여 이를 기록할 수 있

는 문항을 각 1개씩 작성하여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구분은 기업

청에 제시된 기준에 따랐으며,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직급은 사원, 경리, 중간관리자, 고급관리임원, 직무는 기획·관리·총무·인사 분

야, 생산분야 , 서비스 고객관리, 영업 마케팅, 연구 개발 분야, 기타로 구성하였

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일반화 가능

성을 위해 20개의 IT대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되, IT대기업 종사자

에 대한 개인조사의 한계를 고려하여 유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온라인(PC·모바일)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5

개 기업별로 2~3명의 조사협력자를 통해 설문조사 링크를 연구대상에게 전달하였다. 

본조사 자료수집은 2018년 3월 28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5

개 기업의 500명에게 설문조사 URL을 배포하여 총 469부를 회수하였다(회수율

93.8%). 이 중에서 이상치를 제외하여 42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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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석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표Ⅲ-16>과 같다. 성별 응답자 

구성을 보면, 남자가 48.6%(207명), 여자가 51.4%(219명)로 남자와 여자의 분포

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은 만 20세 이상 30세미만이 81.5%(347명), 만 

30세 이상 40세미만이 11.5%(49명), 만 40세 이상 50세미만이 2.8%(12명), 50세 

이상인 자가 4.2%(18명)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중등학교 졸업자가 1.2%(5명), 고

등학교 졸업자가 5.4%(23명), 전문대 졸업자가 17.8%(76명), 4년제 대학교 졸업자

가 56.3%(240명), 대학원 이상인 자가 19.2%(82명)로 나타났다. 직급은 사원이 

70.7%(301명), 부문경리가 14.3%(61명), 중간관리자가 11.7%(50명), 고급관리임

원이 3.3%(14명)로 나타났다. 담당업무는 기획·관리·총무·인사 분야가 15%(64

명), 생산 분야가 4.5%(19명), 서비스 고객관리 분야가 20%(85명), 영업 마케팅 

분야가 18.8%(80명), 연구 개발 분야가 16.2%(69명), 기타 분야가 25.6%(109명)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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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07 48.6

여성 219 51.4

계 426 -

연령

20～29세 347 81.5

30～39세 49 11.5

40～49세 12 2.8

50이상 18 4.2

계 426 -

학력 

종졸 5 1.2

고졸 23 5.4

전문대졸 76 17.8

대졸 240 56.3

대학원 이상 82 19.2

계 426 -

직급

사원 301 70.7

부문 경리 61 14.3

중간 관리자 50 11.7

고급관리임원 14 3.3

계 426 -

직무  

기획·관리·총무·인사 분야 64 15.0

생산분야 19 4.5

서비스 고객관리 85 20.0

영업 마케팅 80 18.8

연구 개발 69 16.2

기타 109 25.6

계 426 -

<표Ⅲ-1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는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과 중국 IT대기업 종

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집된 자

료를 SPSS 20.0 for Windows로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할 주요 통계방법은 <표 Ⅲ-17>과 같다. 첫째, 중국 IT대기업 종

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과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수준을 구명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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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

인에 따른 교육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및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

였다. 둘째, 교육훈련 만족도에 대한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에 대한 영

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여러 독립

변수들 가운데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그 다음으로 영향력

이 큰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등 상대적 영향력 크기의 순서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

하는 분석방법이다(송지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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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분석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술통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연구문제1.중국IT 대기업 종사자들이 교육훈련 만족도는 어떠

한가?

1-1. 중국IT 대기업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만족도는 어떠한

가?

1-2. 중국IT 대기업 종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의

차이는 어떠 한가？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

연구문제2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특성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2-1.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

한가?

2-2.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교육훈련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

한가?

2-3.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교수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2-4.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

직특성이 학습자지원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가?

2-5.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교육훈련 시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떠

한가?

위계적 회귀분석

< 표 Ⅲ-17>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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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수준

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

성 변인의 수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응답한 교육훈련 만족도,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특성 

변인의 수준은 <표 Ⅳ-1>과 같다.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참여동기, 자

기효능감, 조직몰입 4가지 변인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았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최소 

10점 및 최대 50점으로 평균은 37.4점이었고, 5점 환산평균은 3.74점이었다. 이는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보통 이상임을 나타낸다. 참여동기는 최

소값 7점 최대값 35점으로 평균 28점, 및 5점 환산평균 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국 IT대기업 종사자의 참여동기가 보통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최소값 8점 최대값 40점으로 평균 31.52점, 5점 환산평균 3.94점으로 나타났다. 이

는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자기효능감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조직몰입은 최소 15점, 최대 75점으로 평균은 54.3점이었고, 5

점 환산평균 점수는 3.62점이었다. 이는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조직몰입이 보통보

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프로그램 특성 변인의 경우, 과제가치는 최소 6점 

및 최대 30점으로 평균은 22.44점이었고, 5점 환산평균은 3.74점이었다. 이는 중국 

IT대기업의 과제가치가 보통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직무관련성은 최소값 5점 최대

값 25점으로 평균 19.35점, 5점 환산평균 3.87점으로 나타났다.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특성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사 지원, 동

료 지원과 조직 지원 3가지 변인에 대한 수준을 알아보았다. 상사 지원에 대한 응답 

결과, 최소 6점 및 최대 30점으로 평균은 22.74점이었고, 5점 환산평균은 3.79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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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상사 지원 수준이 보통 이상인 것을 의

미한다. 동료 지원의 경우, 최소값 4점 최대값 20점으로 평균 15.56점, 5점 환산평

균 3.8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동료 지원이 보통보

다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조직 지원은 최소 5점, 최대 25점으로 평균은 18.95점

이었고, 5점 환산평균 점수는 3.79점이었다. 이는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인식한 

조직 지원 수준이 보통보다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중국 IT대기업 종사

자들이 인식한 조직 특성 변인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항 수 반응가능
범위총점평균 환산평균

자아존중감 37.40 3.74 .547 10 50 10 10～50

참여동기 28.00 4.00 .521 7 35 7 7～35

자기효능감 31.52 3.94 .591 8 40 8 8～40

조직몰입 54.3 3.62 .579 15 75 15 15～75

과제가치 22.44 3.74 .581 6 30 6 6～30

직무관련성 19.35 3.87 .673 5 25 5 5～25

상사 지원 22.74 3.79 .741 6 30 6 6～30

동료 지원 15.56 3.89 .705 4 20 4 4～20

조직 지원 18.95 3.79 .736 5 25 5 5～25

주) 환산평균은 평균을 문항 수로 나눈 수치
주) 표준편차는 환산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

<표 Ⅳ-1>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의 수준

2.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중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응답한 교육훈련 만족도의 수준은 <표 Ⅳ-2>과 같다.  

이 연구의 교육훈련 만족도 측정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척

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중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

서 응답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범위는 24-120점이다.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은 

120점 만점에 평균 94.56, 5점 환산평균값은 3.94점이었다. 따라서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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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위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7-35점 범위에

서 평균 27.73점, 환산평균 3.91점이었다.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7-35점 범

위에서 평균 27.58점, 환산평균 3.94점이었다. 학습자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

준은 5-25점 범위에서 평균19.8점, 환산평균 3.96점이었다.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가장 높았으며, 5-25점 범위에서 평균 19.95점, 환산평균 3.99점이

었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항 수 반응가능
범위총점평균 환산평균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94.56 3.94 .560 24 120 24 24～120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
27.73 3.91 .607 7 35 7 7～35

교수자  만족도 27.58 3.94 .663 7 35 7 7～35

학습자지원

서비스 만족도
19.8 3.96 .635 5 25 5 5～25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
19.95 3.99 .628 5 25 5 5～25

<표 Ⅳ-2>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의 수준 

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 차이 분석 

1) 성별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의 차이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Ⅳ-3> 참고). 우선 남자의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점

수는 평균 96점으로 여자 평균 93.3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여자보다 남자가 교육훈련을 통한 만족도 수준을 더 높게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로는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만 성별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평균은 27.86점, 여자 평균은 26.88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학습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만

족도의 총점에 대한 성별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대체로 남자가 여자 보다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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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만족도 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의 경우 남녀차이가 평균 1점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요인에 대해서도 남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이 여자보다 낮다고 보기에는 무

리가 있다.

구분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남 207 96 14.26
1.943*

여 219 93.36 12.55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

남 207 27.86 4.21
2.485**

여 219 26.88 4.23

교수자 

만족도

남 207 27.72 5.17
.526

여 219 27.51 4.08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남 207 20 3.38
1.627

여 219 19.5 2.94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

남 207 20.35 3.11
2.586

여 219 19.6 3.13
**p<0.01, *p<0.05
주: 음영으로 된 부분은 성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

<표 Ⅳ-3>  성별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의 차이

2) 연령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의 차이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다(<표 Ⅳ-4> 참고). 분석 결과,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및 

하위요인별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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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20～29세 347 94.56 13.92

1.646
30～39세 49 97.44 10.56

40～49세 12 88.32 5.21

50이상 18 94.08 13.92

교육훈련

내용만족도

20～29세 347 27.16 4.36

4.001
30～39세 49 29.19 2.45

40～49세 12 25.97 4.78

50이상 18 26.74 4.47

교수자

만족도

20～29세 347 27.65 4.64

.622
30～39세 49 27.58 5.03

40～49세 12 25.83 4.83

50이상 18 27.65 4.17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20～29세 347 19.75 3.2

.886
30～39세 49 20.1 3.17

40～49세 12 18.5 1.45

50이상 18 20.1 3.37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

20～29세 347 19.9 3.20

2.377
30～39세 49 20.7 2.81

40～49세 12 18.15 1.74

50이상 18 19.65 3.14

**p<0.01, *p<0.05

주: 음영으로 된 부분은 연령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

<표 Ⅳ-4>  연령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의 차이

3) 학력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의 차이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가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다(<표 Ⅳ-5> 참고). 분석 결과,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점수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가 97.44점, 고등학교 졸업자가  97.2점, 전문대 졸업자가 96.72점, 대학교 

졸업자가  95.28점, 대학원 이상 90.24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자에 대한 만족

도, 학습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학력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학력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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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학력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 간의 차이를 구체

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 전문대졸, 4년제 대

졸 종사자는 대학원 이상 종사자에 비해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교수자 만족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종사자는 대학원 종사자에 비해 학습

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학력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① ② ➂ ➃ ➄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종졸 5 97.44 13.51

3.652**

고졸 23 97.2 15.43 *

전문대졸 76 96.72 10.94 *

대졸 240 95.28 13.94 *

대학원 이상 82 90.24 12.41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

종졸 5 27.37 4.91

1.714

고졸 23 28.28 4.63

전문대졸 76 27.58 4.39

대졸 240 27.51 4.31

대학원 이상 82 26.32 3.68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종졸 5 28.56 3.71

3.625**

고졸 23 28.7 5.36 *

전문대졸 76 28.21 4.47 *

대졸 240 27.86 4.47 *

대학원 이상 82 25.9 4.82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종졸 5 21 2.23

3.589*

고졸 23 20 1.41

전문대졸 76 20.25 3.01 *

대졸 240 19.9 3.29 *

대학원 이상 82 18.65 2.65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

종졸 5 20.2 2.86

3.314

고졸 23 20.55 3.55

전문대졸 76 20.65 2.62

대졸 240 20 3.28

대학원 이상 82 18.95 2.86
**p<0.01, *p<0.05
주: 음영으로 된 부분은 학력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

<표 Ⅳ-5>  학력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의 차이

4) 직급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의 차이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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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다(<표 Ⅳ-6> 참고). 분석 결과,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및 

하위요인별로 직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분 직급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사원 301 94.84 13.46

.047
부문 경리 61 94.24 12.98

중간 관리자 50 94.44 13.58

고급관리임원 14 95.04 16.15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

사원 301 27.23 4.46

1.379
부문 경리 61 28.07 3.15

중간 관리자 50 26.95 4.03

고급관리임원 14 28.77 3.96

교수자 

만족도

사원 301 27.72 4.43

1.317
부문 경리 61 27.02 5.09

중간 관리자 50 27.79 4.72

고급관리임원 14 25.97 6.39

학습자지원

서비스 

만족도

사원 301 19.85 3.01

1.054
부문 경리 61 19.4 3.78

중간 관리자 50 19.54 3.30

고급관리임원 14 20.55 3.22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

사원 301 19.95 3.02

0.647
부문 경리 61 19.65 3.76

중간 관리자 50 20.2 3.05

고급관리임원 14 19.85 3.24

**p<0.01, *p<0.05
주: 음영으로 된 부분은 직급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

<표 Ⅳ-6>  직급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의 차이

5) 직무에 따른 교육만족도의 차이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가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을 실시하였다(<표 Ⅳ-7> 참고). 분석 결과,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및 

하위요인별로 직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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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기획·관리·

총무·인사
64 96.24 11.61

2.122

생산 19 93.36 12.91

서비스 고객관리 85 93.6 13.68

영업 마케팅 80 97.2 11.90

연구 개발 69 90.72 15.93

기타 109 95.04 13.32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

기획·관리·

총무·인사
64 27.3 4.48

.820

생산 19 27.37 3.55

서비스 고객관리 85 27.44 4.10

영업 마케팅 80 28 3.98

연구 개발 69 26.6 4.15

기타 109 27.3 4.55

교수자 

만족도

기획·관리·

총무·인사
64 28.35 4.12

2.290

생산 19 27.23 5.32

서비스 고객관리 85 27.3 4.54

영업 마케팅 80 28.42 3.81

연구 개발 69 26.81 5.84

기타 109 27.79 4.45

학습자지원

서비스 

만족도

기획·관리·

총무·인사
64 20.3 25.3

1.539

생산 19 19.45 3.16

서비스 고객관리 85 19.4 3.51

영업 마케팅 80 20.15 3.17

연구 개발 69 19.1 3.45

기타 109 19.95 28.5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

기획·관리·

총무·인사
64 20.5 2.98

3.267

생산 19 19.4 3.00

서비스 고객관리 85 19.55 3.17

영업 마케팅 80 20.7 2.49

연구 개발 69 18.95 3.82

기타 109 20.14 3.01
**p<0.01, *p<0.05
주: 음영으로 된 부분은 담당업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

<표 Ⅳ-7>  직무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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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

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과 교육훈련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와 학습자 ,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

과의 상관관계는 <표 Ⅳ-8>과 같다. 교육훈련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0.229, 참여

동기와 0.609, 자기효능감과 0.546, 조직몰입과 0.428, 과제가치와 0.595, 직무관련

성과 0.690, 상사 지원과 0.621, 동료 지원과 0.605, 조직 지원과 0.620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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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교육훈련

만족도
1

2.자아존중감 .229** 1

3.참여동기 .609** .467** 1

4.자기효능감 .546** .375** .584** 1

5.조직몰입 .428** .582** .493** .477** 1

6.상사 지원 .621** .242** .421** .427** .523** 1

7.동료 지원 .605** .318** .475** .597** .432** .607** 1

8.조직 지원 .620** .213** .390** .454** .526** .689** .573** 1

9.과제가치 .595** .386** .606** .556** .586** .582** .646** .615** 1

10.직무관련성 .690** .347** .561** .579** .553** .671** .691** ,680** .718** 1

<표 Ⅳ-8>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과 교육훈련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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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다회귀분석 조건충족여부 진단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

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이란 여러 독립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종속변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통계적 방법을 말한다(성태제, 2008).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어야 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가 선형관계를 가지며,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잔차의 정규성 가정은 정규확률도표(P-P plot)를 이용하여 검토해볼 수 있

다 [그림 Ⅳ-1]. 이 연구에서는 점들이 거의 대각선상에 위치하여 대체적으로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그림 Ⅳ-1]  교육훈련 만족도의 정규성 검증(P-P plot)

둘째, 등분산성에 대한 검증은 잔차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예측치(ZPRED)와 표준화된 잔차(ZRESID)를 그래프로 표시해 봄으로써 

분산의 선형선과 동일성을 확인하여 등분산성 검증이 가능하다. 따라서 ZPRED를 X

축으로, ZRSID를 Y축으로 두어 산점도를 분석해 보았으며,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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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퍼져 있었으나, 몇 개의 이상점이 보였다. 이상점을 찾기 위하여 케이스별 진단을 

하였으며, 케이스별 진단을 통해 표준화 잔차의 절대값이 3 이상인 이상값을 제거하

였다. 총 21개의 사례를 제거하였다. 대체적으로 0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따라

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다.

셋째, 잔차간의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은 Durbin-Watson의 통계값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통계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존

재하는 것이며, 2에 근접할 때 상호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urbin-Watson의 통계값이 2.107으로 2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독립성에 

대한 가정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중공선성이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와의 상관이 지나

치게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 회귀선을 그리면 두 선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에서 부분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져 회귀계수를 구하는 것이 무의

미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데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

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공차한계는 허용

값을 의미하며, 한 변인이 다른 변인들과 얼마나 상관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독립변인

들의 중다상관 제곱을 1.0에서 감하여 계산되며, VIF는 공차한계의 역수이다. 일반적

으로 공차한계값과 VIF값이 1에 근접할수록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VIF값이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다중공선

성의 진단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우선 앞서 살펴본 상관관계에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0.8을 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 값이 0.309~ 0.571으로 1에 가까

운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VIF값은 1.752~3.232 로 10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독립

변인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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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공차한계

(tolerance)
변량팽창지수(VIF)

학습자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571 1.752

참여동기 .491 2.037

자기효능감 .492 2.031

조직몰입 .424 2.360

프로그램 특성

변인

과제가치 .350 2.859

직무관련성 .309 3.232

조직 특성

변인

상사 지원 .395 2.533

동료 지원 .385 2.599

조직 지원 .396 2.523

<표 Ⅳ-9>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에 관련변인들의 다중공선성 진단

다.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전체 교

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전체 교육훈련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인에 해당하는 성별과 학력을 1단계로 투입하고, 학습자 특성 변인을  

2단계로 투입하고, 3단계로 프로그램 특성 변인을 투입하고, 4단계로 조직 특성 변

인을 투입하였다.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63.9%

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고 그 결과는 <표 Ⅳ-10>와 같다. 그 결과 1단계와 비교하여 

2단계에서의 증분R²(△R²)값은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대한 학습자 특성 변인은 44.4%, 프로그램 특성 변인은 10.9%, 조직 특성

변인은 4.9%의 설명력을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 변인은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가

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큰 설명력을 보이는 특성 변인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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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변인이고, 세 번째는 조직 특성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속하는 모든 변인은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동기(β=0.360 p<0.001), 자기효능감(β=0.175, p<0.01), 조직몰입(β

=0.123, p<0.01), 자아존중감(β=0.094,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프로그램 특성 변인의 경우, 모든 변인이 교육훈련내용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직무관련성(β=0.195, p<0.001), 과제가치(β=0.116, p<0.05) 순으로 영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 변인은 조직 지원(β=0.151, p<0.001), 상

사 지원(β=0.112, p<0.01), 동료 지원(β=0.077, p<0.05)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정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계수(β)를 통해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9개 변인 중 참여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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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β t값 β t값 β t값 β t값

통제변인
성별 -0.090 -1.676 -0.52 -0.130 -0.039 -1.085 -0.021 -0.612

학력
-0.100*

*
-3.064 -0.082*** -3.360 -0.080*** -3.687 -0.072*** -3.489

학습자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0.175*** 3.768 0.138*** 3.345 0.094* 2.345

참여동기 0.488*** 9.674 0.340*** 7.122 0.360*** 7.963

자기효능감 0.247*** 5.734 0.110** 2.724 0.175* 1.896

조직몰입 0.161*** 3.494 0.051* 2.033 0.123** 2.663

프로그램

특성 변인

과제가치 0.072* 1.493 0.116* 2.342

직무관련성 0.358*** 8.848 0.195*** 4.426

조직

특성

변인

상사 지원 0.112** 3.171

동료 지원 0.077* 2.045

조직 지원 0.151*** 4.242

R² 0.030 0.474 0.589 0.638

△R² - 0.444 0.109 0.049

F 6.632*** 62.831*** 74.600*** 66.248***

<표 Ⅳ-10>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대한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위계적회귀분석 

   *p<0.05, **p<0.01, ***p<0.001

2)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

련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내용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인에 해당하는 성별과 학력을 1단계로 투입하고, 2단계로 학습자 특성 

변인을 투입하고, 3단계로 프로그램 특성 변인을 투입하고, 4단계로 조직 특성 변인

을 투입하였다.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교육훈련내용 만족도에 64.8%변량

을 설명하고 있고 그 결과는 <표 Ⅳ-11>와 같다. 그 결과 1단계와 비교하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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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증분R²(△R²)값은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 교육훈련내용 만족도

에 대한 학습자 특성 변인은 34.3%, 프로그램 특성 변인은 14.7%, 조직 특성 변인

은 13.6%의 설명력을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 변인은 교육훈련내용 만족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은 프로그램 특성 변인이

고, 세 번째는 조직 특성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속하는 모든 변인은 교육훈련내용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동기(β=0.280, p<0.001), 조직몰입(β=0.104, p<0.05), 자기효능감(β

=0.084, p<0.05), 자아존중감(β =0.032,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프로그램 특성 변인의 경우, 모든 변인이 교육훈련내용 만족도에 정적 영향

을 미쳤으며, 직무관련성(β=0.259, p<0.001), 과제가치(β=0.103, p<0.01) 순으

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 변인은 조직 지원(β=0.137, p<0.01), 

상사 지원(β=0.113, p<0.05), 동료 지원(β=0.058,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정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계수(β)를 통해 교육훈련내용 만족도에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9개 변인 중 참여동기로 나타났다.



- 69 -

변인

교육훈련내용 만족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β t값 β t값 β t값 β t값

통제변인
성별 -0.135* -2.308 -0.099* -2.073 -0.085* -1.974 -0.054 0.209

학력 -0.066** -2.852 -0.050** -2.710 -0.047** -2.789 -0.046* -2.077

학습자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0.123* 2.217 0.082** 2.625 0.032* 2.525

참여동기 0.445*** 7.420 0.270*** 4.664 0.280*** 3.531

자기효능감 0.227*** 4.445 0.075* 2.531 0.084* 2.094

조직몰입 0.164** 2.992 0.221* 2.369 0.104* 2.060

프로그램

특성 변인

과제가치 0.144* 2.462 0.103** 2.721

직무관련성 0.359*** 7.309 0.259*** 4.661

조직

특성

변인

상사 지원 0.113* 2.560

동료 지원 0.058* 2.225

조직 지원 0.137** 3.055

R² 0.022 0.365 0.512 0.648

△R² - 0.343 0.147 0.136

F 4.818*** 39.478*** 40.224** 48.862***

<표 Ⅳ-11> 교육훈련내용 만족도에 대한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p<0.05, **p<0.01, ***p<0.001

3)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수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수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인을 해당하는 성별과 학력을 1단계로 투입하고, 학습자 특성 변인을  

2단계로 투입하고, 3단계로 프로그램 특성 변인을 투입하고, 4단계로 조직 특성 변

인을 투입하였다.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교수자 만족도에 52.8%변량을 

설명하고 있고 그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그 결과 1단계와 비교하여 2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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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분R²(△R²)값은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 교수자 만족도에 대한 학

습자 특성 변인은 39.2% , 프로그램 특성 변인은 6.4% , 조직 특성 변인은 4.3%의 

설명력을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 변인은 교수자 만족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은 프로그램 특성 변인이고, 세 번째로 조

직 특성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속하는 모든 변인은 교수자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

동기(β=0.436, p<0.001), 자아존중감(β=0.170, p<0.01), 조직몰입(β=0.127, 

p<0.05), 자기효능감(β=0.117,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

로그램 특성 변인의 경우, 모든 변인이 교수자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제

가치(β=0.135, p<0.01), 직무관련성(β=0.129,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 변인은 동료 지원(β=0.145, p<0.05), 조직 지원(β

=0.142, p<0.01), 상사 지원(β=0.107,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상대적 영향정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계수(β)를 통해 교수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9개 변인 

중 참여동기로 나타났다.



- 71 -

변인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β t값 β t값 β t값 β t값

통제변인
성별 -0.015 -0.236 0.028 0.571 0.040 0.855 0.049 1.068

학력 -0.123** -3.151 -0.101*** -3.307 -0.099*** -3.429 -0.087** -3.117

학습자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0.241*** 4.168 0.208*** 3.796 0.170** 3.106

참여동기 0.545*** 8.713 0.413*** 6.529 0.436*** 7.144

자기효능감 0.294*** 5.517 0.173*** 3.241 0.117* 2.185

조직몰입 0.179*** 3.140 0.037** 0.628 0.127* 2.457

프로그램

특성 변인

과제가치 0.072* 1.124 0.135* 2.548

직무관련성 0.314*** 5.862 0.129* 2.168

조직

특성

변인

상사 지원 0.107* 2.257

동료 지원 0.145** 2.875

조직 지원 0.142** 2.945

R² 0.024 0.421 0.485 0.528

△R² - 0.392 0.064 0.043

F 5.107*** 50.717*** 49.176*** 42.174***

<표 Ⅳ-12> 교수자 만족도에 대한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p<0.05, **p<0.01, ***p<0.001

4)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학습자 지원 서비

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인을 해당하는 성별과 학력을 1단계로 투입하고, 학습자 특성 변인을  

2단계로 투입하고, 3단계로 프로그램 특성 변인을 투입하고, 4단계로 조직 특성 변

인을 투입하였다.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52.5%변량을 설명하고 있고 그 결과는 <표 Ⅳ-13>와 같다. 그 결과 1단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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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단계에서의 증분R²(△R²)값은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 학습자 지

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학습자 특성 변인은 35.6% , 프로그램 특성 변인은 9.7% 

, 조직 특성 변인은 4.5%의 설명력을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 변인은 학습자 지원 서

비스 만족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은 

프로그램 특성 변인이고, 세 번째로 조직 특성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속하는 모든 변인은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

쳤으며, 참여동기(β=0.408, p<0.001), 자아존중감(β=0.139, p<0.01), 조직몰입

(β =0.092, p<0.01), 자기효능감(β =0.047, p<0.01)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 변인의 경우, 모든 변인이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관련성(β=0.197, p<0.001), 과제가치(β =0.030,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 변인은 상사 지원(β

=0.141, p<0.01), 동료 지원(β=0.124, p<0.05), 조직 지원(β =0.114,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정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계수(β)를 통해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9개 변인 중 참여동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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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학습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β t값 β t값 β t값 β t값

통제변인
성별 -0.083 -1.358 -0.046 -0.929 -0.031 -0.696 -0.018 -0.419

학력 -0.111** -2.976 -0.093** -3.088 -0.090** -3.272 -0.078** -2.895

학습자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0.215*** 3.776 0.177*** 3.362 0.139** 2.689

참여동기 0.541*** 8.759 0.389*** 6.403 0.408*** 6.953

자기효능감 0.236*** 4.474 0.094** 2.828 0.047** 2.915

조직몰입 0.139* 2.465 0.026* 2.455 0.092** 2.622

프로

그램

변인

과제가치 0.068* 2.106 0.030* 2.488

직무관련성 0.376*** 7.301 0.197*** 3.047

조직

특성

변인

상사 지원 0.141** 3.047

동료 지원 0.124* 2.546

조직 지원 0.114* 2.468

R² 0.027 0.383 0.480 0.525

△R² - 0.356 0.097 0.045

F 5.776** 43.390*** 48.196*** 41.615***

<표 Ⅳ-13>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p<0.05, **p<0.01, ***p<0.001

5)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

련 시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

별과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인을 해당하는 성별과 학력을 1단계로 투입하고, 학습자 특성 변인을  

2단계로 투입하고, 3단계로 프로그램 특성변인을 투입하고, 4단계로 조직 특성 변인

을 투입하였다.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이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 47.2%변

량을 설명하고 있고 그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그 결과 1단계와 비교하여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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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증분R²(△R²)값은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제거한 후, 교육훈련 시설 만족

도에 대한 학습자 특성 변인은 28.2% , 프로그램 특성 변인은 9.3% , 조직 특성 변

인은 6.2%의 설명력을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 변인은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큰 설명력을 보이는 변인은 프로그램 특성 변인

이고, 세 번째로 조직 특성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속하는 모든 변인은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참여동기(β=0.319, p<0.001), 조직몰입(β=0.075, p<0.05), 자기효능감(β

=0.033, p<0.01), 자아존중감(β =0.029,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프로그램 특성 변인의 경우, 모든 변인이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직무관련성(β =0.198, p<0.001), 과제가치(β =0.143, p<0.01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 변인은 조직 지원(β=0.222 

p<0.001), 동료 지원(β =0.121, p<0.05), 상사 지원(β =0.087 p<0.01)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정도를 의미하는 표준화 계수(β)를 통해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9개 변인 중 참여동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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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만족도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β t값 β t값 β t값 β t값

통제변인
성별 -0.140* -2.325 -0.106* -2.068 -0.091 -1.905 -0.075 -1.625

학력 -0.107** -2.903 -0.092** -2.942 -0.090** -3.092 -0.082** -2.950

학습자

특성

변인

자아존중감 0.118* 1.985 0.082* 2.484 0.029* 2.537

참여동기 0.415*** 6.444 0.288*** 4.496 0.319*** 5.219

자기효능감 0.218*** 3.968 0.086** 2.601 0.033** 2.614

조직몰입 0.153** 2.600 0.011* 2.184 0.075* 2.262

프로그램

특성 변인

과제가치 0.024* 2.374 0.143* 2.220

직무관련성 0.402*** 7.396 0.198*** 3.324

조직

특성

변인

상사 지원 0.087** 2.827

동료 지원 0.121* 2.397

조직 지원 0.222*** 4.606

R² 0.035 0.317 0.410 0.472

△R² - 0.282 0.093 0.062

F 7.697*** 32.433*** 36.285*** 33.687***

<표 Ⅳ-14>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 대한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p<0.05, **p<0.01, ***p<0.001

4.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중국 IT대기업에서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와 학습자 , 프로그

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수준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은 3.94로 높은 편이었으며, 하위요소인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3.91),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3.94), 학습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3.96),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3.99)도 모두 높게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인 김주현(2008)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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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2008)의 연구에서는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학습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만

족도가 모두 평균 4.00 이상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특성 변인(자아존중감 3.74, 참여동기 4.00, 자기효능감 3.94, 조직몰입 

3.62), 프로그램 특성 변인(과제가치 3.74, 직무관련성 3.87) 및 조직 특성 변인(상

사 지원 3.79, 동료 지원 3.89. 조직 지원 3.79)의 수준은 모두 보통보다 상당히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는 학습자 특성 변인, 프로그

램 특성 변인. 조직 특성 변인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습자 특성의 경우, 자아존중감, 참여동기,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의 수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 연구결과는 중

국 IT대기업 종사자가 지식과 자아실현에 대한 추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조직

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 학력, 직급, 직무에 따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학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 직급, 직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먼저 성별의 경우, 남

자가 여자에 비해 교육훈련 만족도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약간 낮게 인식하고 있었는

데 이 결과는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한 许燕(2010)의 연구

결과와 달랐다. 다음으로 학력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

이 높아질수록, 교육훈련 만족도의 수준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王芳(2011)의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연령, 

직급, 직무와 교육훈련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

과는 선행연구들(김철민, 2003; 박태훈, 2015; 김태후, 2016; 박미희, 2011)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무와 교육훈련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결과는 胡庆喜(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가별 차이에

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교육훈련 현황과 교육훈련

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 정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IT 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전체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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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만족도에 63.9%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 변인군의 총 9개 

변인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개 변인군 별로는 

학습자 특성 변인이 44.4%, 프로그램 특성 변인이 10.9%, 조직 특성 변인이 4.9% 

순으로 나타나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는 절대적으로 학습자 특성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교육훈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 특성 변인을 무엇보

다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9개의 모든 변인이 전체 교육

훈련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자아존중감의 경우 杨萌(2010)의 연구를, 참여동기의 

경우 최영준(2008), 임영희 외(2012) 등의 연구를, 자기효능감의 경우 孟彩(2007), 

가연희(2008)의 연구를, 조직물입의 경우 周奇风(2011), 이치숙(2014)의 연구를, 

과제가치의 경우 Bong(2001), Desimone &Harris(2002), 이광희와 김가연(2009)

의 연구를, 직무관련성의 경우 张芳(2016)의 연구를, 상사 지원의 경우 李琳(2015)

의 연구를, 동료 지원의 경우 张金玲(2009)의 연구를, 조직 지원의 경우 Hand, 

Richards와 Slocum(1973), 김가연(2009)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특히, 9개 변인 중

에서도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참여동기로 나타나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조직구성원의 동기 수준이 교육훈련 만족도를 높이는데 무엇보

다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의 하위요인별로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

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크게는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

련 내용 만족도에 64.8%변량을 설명하고 있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 변인(34.3),  

프로그램 특성 변인(14.7), 조직 특성 변인(13.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의 

독립변인 모두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다음으로 중국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교수자 만족

도에 52.7% 변량을 설명하고 있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변인(39.2%), 프로그램 특

성 변인(6.4%), 조직 특성 변인 (4.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의 독립변인 모

두 교수자 만족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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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52.7% 변량을 설

명하고 있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 변인(35.6%), 프로그램 특성 변인(9.7%), 조직 

특성 변인 (4.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의 독립변인 모두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동기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마지막 하위요인인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의 경우,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 47.2% 변량을 설명하고 있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 변인(28.2%), 프로그램 특성 변인(9.3%), 조직 특성 변인 

(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9개의 독립변인 모두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동기가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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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

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첫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구명하는 것

이고, 둘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특성 변인(자아존중감, 참여동기, 자기효

능감), 프로그램 특성 변인(과제가치, 직무관련성), 조직 특성 변인(상사 지원, 동료 

지원, 조직 지원)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모집단은 2017년 중국 IT업 100대기업 중 종업원 2,000명 이상이며 중국 

IT기업 100대 리스트에 선정된 86개 기업을 설정하였다. 모집단의 크기는 

1235,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Krejcie &Morgan(1970)에서 제시된 적정 표

집수는 384명이었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유의표집방

법을 활용하였으며, 20개 기업별로 각 25명씩을 선정하여 총 500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먼저 교육훈련 만족도의 경우, 김주현(2008)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7문항),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7문항), 학습자 지

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5문항),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5문항)를 포함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독립 변인은 자아존중감 10문항, 참여동기 7문

항, 자기효능감 8문항, 조직몰입 15문항, 과제가치 6문항, 직무관련성 5문항, 상사 

지원 6문항, 동료 지원 4문항, 조직 지원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3월 28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0개 기

업의 500명에게 온라인(PC·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69부를 회수하

였다(회수율93.8%). 이 중에서 이상치를 제외하여 42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

료분석은 SPSS 20.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t검증, 일원변량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리

통계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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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만족도 수준은 5점으로 환산한 평균에서 3.94

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만

족도 3.91점,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3.91점, 학습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3.96 ,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 3.99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 학력에 따른 교육훈련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교육훈련의 만족도 수준을 약간 높게 인식

하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즉, 학력

이 높아질수록, 교육훈련 만족도의 수준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 직급, 직

무와 교육훈련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63.9%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변인군별로는 학습자 특

성 변인이 (44.4%), 프로그램 특성 변인이 (10.9%), 조직 특성 변인이 (4.9%) 순

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속하는 모든 변인은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정적 영

향을 미쳤으며, 참여동기(β=0.360 p<0.001), 자기효능감(β=0.175, p<0.01), 조

직몰입(β=0.123, p<0.01), 자아존중감(β=0.094,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 변인의 경우, 모든 변인이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정

적 영향을 미치며, 직무관련성(β=0.195, p<0.001), 과제가치(β=0.116,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 변인은 조직 지원(β=0.151, 

p<0.001), 상사 지원(β=0.112, p<0.01), 동료 지원(β=0.077, p<0.05) 순으로 

나타났다. 9개의 독립변인 모두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

다. 

넷째, 교육훈련 만족도 하위요인별로는 먼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

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에 64.8%변량을 설명하고 있었고, 설

명력은 학습자 특성 변인(34.3%), 프로그램 특성 변인(14.7%), 조직 특성 변인

(13.6%)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속하는 모든 변인은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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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동기(β=0.280, p<0.001), 조직몰입(β=0.104, 

p<0.05), 자기효능감(β=0.084, p<0.05), 자아존중감(β =0.032,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 변인의 경우, 모든 변인이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관련성(β=0.259, p<0.001), 과제가치

(β=0.103, p<0.01)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 변인은 조직 

지원(β=0.137, p<0.01), 상사 지원(β=0.113, p<0.05), 동료 지원(β=0.058,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의 독립변인 모두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동기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두 번째 하위요인인 교수자 만족도의 경우,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

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교수자 만족도에 52.7% 변량을 설명하고 있었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 변인(39.2%), 프로그램 특성 변인(6.4%), 조직 특성 변인 (4.3%) 순

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속하는 모든 변인은 교수자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동기(β=0.436, p<0.001), 자아존중감(β=0.170, p<0.01), 조직몰

입(β=0.127, p<0.05), 자기효능감(β=0.117,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 변인의 경우, 모든 변인이 교수자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과제가치(β=0.135, p<0.01), 직무관련성(β=0.129, p<0.05) 순으로 영향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 변인은 동료 지원(β=0.145, p<0.05), 조직 지

원(β=0.142, p<0.01), 상사 지원(β=0.107,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의 독립변인 모두 교수자 만족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52.7% 변량을 설

명하고 있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 변인(35.6%), 프로그램 특성 변인(9.7%), 조직 

특성 변인 (4.5%)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속하는 모든 변인은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동기(β=0.408, p<0.001), 자아존중감

(β=0.139, p<0.01), 조직몰입(β =0.092, p<0.01), 자기효능감(β =0.047, 

p<0.01)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 변인의 경우, 모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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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관련성(β=0.197, 

p<0.001), 과제가치(β =0.030,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

직 특성 변인은 상사 지원(β=0.141, p<0.01), 동료 지원(β=0.124, p<0.05), 조

직 지원(β =0.114,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의 독립변인 

모두 학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네 번째 하위요인인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의 경우,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

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 47.2% 변량을 설명하고 있

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변인(28.2%), 프로그램 특성 변인(9.3%), 조직 특성 변인 

(6.2%)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성에 속하는 모든 변인은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동기(β=0.319, p<0.001), 조직몰입(β=0.075, 

p<0.05), 자기효능감(β=0.033, p<0.01), 자아존중감(β =0.029, p<0.0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특성 변인의 경우, 모든 변인이 교육훈련 시

설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관련성(β =0.198, p<0.001), 과제가치

(β =0.143, p<0.01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특성 변인은 조

직 지원(β=0.222 p<0.001), 동료 지원(β =0.121, p<0.05), 상사 지원(β 

=0.087 p<0.01)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의 독립변인 모두 교육훈

련 시설 만족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2. 결론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은 평균보다 높으며, 하위요인

별로는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만족도, 학습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교수자에 

대한 만족도,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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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는 성별, 학력에 따라 교육훈련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

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교육훈련의 만족도 수준을 약간 높게 인식하였고, 학력이 낮

을수록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중국 IT 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전체 교육훈

련 만족도에 63.9%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3개 변인군별로는 학습자 특성 변인, 프로

그램 특성 변인, 조직 특성 변인 순으로 높아 학습자 특성 변인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9개의 독립변인 모두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참여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넷째,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의 하위요인별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의 

영향 정도는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먼저 중국 IT대기업 종사

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내용 만족도에 64.8%변량을 설

명하였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 변인,  프로그램 특성 변인, 조직 특성 변인 순이었

다. 하위요인인 교수자 만족도에는 3개 변인군이 52.7% 변량을 설명하였고, 설명력

은 학습자 특성 변인, 프로그램 특성 변인, 조직 특성 변인 순이었다. 하위요인인 학

습자 지원 서비스 만족도에는 3개 변인군이 52.7% 변량을 설명하였고, 설명력은 학

습자 특성 변인, 프로그램 특성 변인, 조직 특성 변인 순이었다. 하위요인인 교육훈련 

시설 만족도에는 3개 변인군이 47.2% 변량을 설명하였고, 설명력은 학습자 특성 변

인, 프로그램 특성 변인, 조직 특성 변인 순이었다. 또한, 9개의 독립변인 모두 전체 

교육훈련 만족도 하위요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참여동

기가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한 후속연구 및 현장 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연구 대상의 유형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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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구분은 되지만,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해서 대상의 직급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즉, 사원이 70.7%였던 반면 고급관리임원이 3.3%에 불과했

다. 따라서 고급관리임원 등 관리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무형식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측정

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형태

의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상대적으로 집합교육에 치우친 도구

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양한 교육형태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리더십교육, 직무교육, 가치교육, 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유형별로 교육

훈련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영향변인은 다른지 등을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실

제로 중국 기업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

형별 교육훈련 만족도 수준, 유형간 차이, 나아가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등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훈련 만족도에 대한 영향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조직 특성 변인이 교

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정도만을 구명하였는데 향후에는 이 영향 변

인들이 서로 어떤 영향관계를 가지고 교육훈련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지 구명할 필요

가 있다. 

교육현장의 실천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에 대한 3개 변인군별 영향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습자 특성 변인을 중시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참여동기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만족도가 낮다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국 IT

대기업 고학력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

다. 이와 같은 낮은 교육훈련 만족도는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직으

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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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펑멍루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

다.

이 설문은 중국 IT대기업 종사자의 학습자 , 프로그램 및 조직 특성 변인이 

교육훈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응

답해주신 내용은 중국IT기업의 교육훈련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지는 총9면 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약 8~12 분입니다. 귀

하의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면, 본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분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팡 멍 루

지도교수  김 진 모

【연구자 연락처】 010-3094-9109   e-mail: fengmengl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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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참여하신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에 관련 문항들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실제 경우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교육훈련 내용은 훈련의 목표와 일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교육훈련 내용은 학습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구

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 교육훈련 내용의 난이도는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교육훈련 내용은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훈련 내용을 통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

신감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
배운 내용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것인지 계획하

였다.
① ② ③ ④ ⑤

7
향후 유사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교육훈련내용

을 동료에게 권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수자는 교육훈련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교수자는 철저한 강의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강의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교수자는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거나 실습을 병행

하여 강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1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질문을 적절히 유도하고 응

답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

하도록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교수자는 교육훈련의 진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

지 않게 강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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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수자는 훈련기자재 및 장비(컴퓨터, 실습도구,

오디오 등)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5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적인 절차(훈련신청,등록절차

등)는 불편함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교육훈련 실시자(기관의 훈련 담당자)는 철저한

훈련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교육훈련 실시자(기관의 훈련 담당자)는 훈련을

원활히 진행, 연결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교육훈련 실시자(기관의 훈련 담당자)는 친절하

였고 학습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9
교육훈련기관은 학습자에게 훈련관련 상담서비스

를 적절히 제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0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기자재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1
교육훈련기관은 훈련 받기에 적합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2 교육훈련기관의 교통시설은 편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습자들을 위한 부대시설(휴계실, 식당, 기타시

설 등)들은 전반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교육훈련장의 환경(규모, 환기, 조명, 책상, 의자

등)은 훈련받기에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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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귀하가 참여하신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

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실제 경우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Try to learn as much as can from training

programmes.
① ② ③ ④ ⑤

2
Believe tend to learn more from training

programmes than others.
① ② ③ ④ ⑤

3
Usually motivated to learn skills emphasized in

training programmes.
① ② ③ ④ ⑤

4 Would like to improve my skills. ① ② ③ ④ ⑤

5
Willing exert effort in training programmes to

improve skills.
① ② ③ ④ ⑤

6
Taking training programmes courses had not a

high priority for me.
① ② ③ ④ ⑤

7
Willing to invest effort to improve job skills&

competencies.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실제 경우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표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On the whole, I am satisfied with myself. ① ② ③ ④ ⑤
2 At times I think I am no good at all. ① ② ③ ④ ⑤
3 I feel that I have a number of good qualities. ① ② ③ ④ ⑤

4
I am able to do things as well as most other

people.
① ② ③ ④ ⑤

5 I feel 1do not have much to be proud of. ① ② ③ ④ ⑤
6 I certainly feel useless at times. ① ② ③ ④ ⑤

7 I feel that I'm a person of worth. ① ② ③ ④ ⑤

8 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 ① ② ③ ④ ⑤
9 All in all, I am inclined to think that I am a failure. ① ② ③ ④ ⑤
10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yself.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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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음은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실제 경우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I will be able to achieve most of the goals that I

have set for myself.
① ② ③ ④ ⑤

2
When facing difficult tasks, I am certain that I will

accomplish them.
① ② ③ ④ ⑤

3
In general, I think that I can obtain outcomes that

are important to me.
① ② ③ ④ ⑤

4
I believe I can succeed at most any endeavor to

which I set my mind.
① ② ③ ④ ⑤

5
I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overcome many

challenges.
① ② ③ ④ ⑤

6
I am confident that I can perform effectively on

many different tasks.
① ② ③ ④ ⑤

7
Compared to other people, I can do most tasks

very well.
① ② ③ ④ ⑤

8
Even when things are tough, I can perform quite

well.
① ② ③ ④ ⑤



- 102 -

Ⅴ. 다음은 조직몰입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실제 경우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I am willing to put in a great deal of effort beyond that

normally expected in order to help this organization be

successful.
① ② ③ ④ ⑤

2
I talk up this organization to my friends as a great

organization to work for.
① ② ③ ④ ⑤

3 I feel very little loyalty to this organization (reversed). ① ② ③ ④ ⑤

4
I would accept almost any type of job assignment in order

to keep working for this organization.
① ② ③ ④ ⑤

5
I find that my values and the organization's values are very

similar.
① ② ③ ④ ⑤

6 I am proud to tell others that I am part of this organization. ① ② ③ ④ ⑤

7
I could just as well be working for a different organization

as long as the type of work were similar (reversed).
① ② ③ ④ ⑤

8
This organization really inspires the best in me in the way

of job performance.
① ② ③ ④ ⑤

9
It would take very little change in my present circumstances

to cause me to leave this organization (reversed).
① ② ③ ④ ⑤

10
I am extremely glad I chose this organization to work for

over others I was considering at the time I joined.
① ② ③ ④ ⑤

11
There's not much to be gained by sticking with this

organization indefinitely (reversed).
① ② ③ ④ ⑤

12

Often, I find it difficult to agree with this organization's

policies on important matters relating to its employees

(reversed).
① ② ③ ④ ⑤

13 I really care about the fate of this organization. ① ② ③ ④ ⑤

14
For me, this is the best of all organizations for which to

work.
① ② ③ ④ ⑤

15
Deciding to work for this organization was a definite mistake

on my part(reversed).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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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다음은 과제 가치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실제 경우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I think I will be able to use what I learn in this

training in my workplace.
① ② ③ ④ ⑤

2
It is not important for me to learn the material

presented in this training.
① ② ③ ④ ⑤

3
I am very interested in the content area of this

training.
① ② ③ ④ ⑤

4
I think the presented material in this training is

useful for me to learn.
① ② ③ ④ ⑤

5 I like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aining. ① ② ③ ④ ⑤

6
Understanding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aining

is very important to me.
① ② ③ ④ ⑤

Ⅶ. 다음은 직무관련성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실제 경우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직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명한 교육목

표를 제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루어진 세부 주제들은 나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자료 들이 제공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현실성 있는 직무관련 과제들이 주어 졌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는 업무에서 필요한 것들이 교육에 잘 반

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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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다음은 상사 지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실제 경우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My supervisor meets with me regularly to work on

problems I may be having in trying to use my

training.
① ② ③ ④ ⑤

2
My supervisor meets with me to discuss ways to

apply training on the job.
① ② ③ ④ ⑤

3
My supervisor shows interest in what I learn in

training.
① ② ③ ④ ⑤

4
.My supervisor sets goals for me which encourage

me to apply my training on the job.
① ② ③ ④ ⑤

5
My supervisor lets me know I am doing a good

job when I use my training.
① ② ③ ④ ⑤

6
My supervisor helps me set realistic goals for job

performance based on my training.
① ② ③ ④ ⑤

Ⅸ. 다음은 동료 지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실제 경우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My Colleagues appreciate my using new skills I

have learned.
① ② ③ ④ ⑤

2
My Colleagues encourage me to use the skills I

have learned in training.
① ② ③ ④ ⑤

3

At work, my colleagues expect me to use what I

learn in training. ① ② ③ ④ ⑤

4
My Colleagues are patient with me when I try out

new skills or techniques at work.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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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다음은 조직 지원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다음 문항들을 읽고 귀하의 실제 경우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There is a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that ties

financial rewards to use of newly acquired

knowledge and skills.
① ② ③ ④ ⑤

2 This organization offers excellent training programs. ① ② ③ ④ ⑤

3
Employees are provided with resources necessary

to acquire and use new knowledge and skills.
① ② ③ ④ ⑤

4
There are rewards and incentives for acquiring and

using new knowledge and skills in one’s job.
① ② ③ ④ ⑤

5
This organization rewards employees for using

newly acquired knowledge and skills on the job.
① ② ③ ④ ⑤

Ⅺ.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표를 하시거나 

정확한 숫자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세 

3. 귀하의 학력은 ①종졸 ②고졸 ③전문대졸 ④대졸 ⑤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직급은? ①사원 ②부문 경리③중간 관리자 ④고급관리임원 

5.귀하의 담당업무는?

①기획·관리·총무·인사 분야 ②생산분야 ③서비스 고객관리 

④영업 마케팅 ⑤연구 개발 분야⑥기타(      )

-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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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IT大企業從事者的學習者，項目 

以及組織特性變因對教育培訓滿意度的影響 

你好！

首先，对您在百忙之中抽出宝贵的时间来完成此问卷表示由衷的感谢.

目前，我在首尔国立大学产业人力资源开发学专业攻读硕士学位.

我的硕士论文题目是 《中国IT大企业从事者的学习者，项目以及组织特性变因对

教育培训满意度的影响》.其目的是为了探讨中国IT大企业是否受从事者的学习者特

性，项目特性，以及组织特性变因的影响.本问卷作为本人硕士毕业论文的一部分，

您的意见将会是决定本研究结果是否有价值的最为宝贵的材料. 希望您在繁忙的工作

之余抽出时间，回答所有问题（问题如有空缺，将影响统计结果）.本问卷一共8页，

应答时间约为8~12分钟.

根据统计法规定，调查的结果保证只用于本文并匿名进行，不会用于除本研究之外

的用途.此外任何对本研究有关心的个人或公司都可以像我提出要求.如有任何疑问，

请通过下面的方式联系我.

最后，祝您工作顺利，再次感谢您抽出宝贵的时间来帮助我完成论文.

2018年3月

首尔大学 产业人力资源开发

硕士课程 冯萌露

指导教授 金镇模

【联系方式】 0082-10-3094-9109   e-mail: fengmenglu@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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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下面是 “教育培训满意度” 的相关问题 请根据自身体验，在相应的选项上打勾√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教育培训内容与教育培训的目标相一致。 ① ② ③ ④ ⑤

2 教育培训的内容反应了学习者的需求.。 ① ② ③ ④ ⑤

3 教育培训的内容难易度合理。 ① ② ③ ④ ⑤

4 教育培训的内容有助于职业能力的开发。 ① ② ③ ④ ⑤

5
通过教育培训的内容，在执行所负责的业务时，自信

心有所提高。
① ② ③ ④ ⑤

6 已经计划好所学内容如何应用在业务中。 ① ② ③ ④ ⑤

7
以后会参加类似的教育培训或会将教育培训内容推荐

给同事。
① ② ③ ④ ⑤

8 培训者有专业性的知识。 ① ② ③ ④ ⑤

9 培训者准备的材料一丝不苟，并充满热情。 ① ② ③ ④ ⑤

10 培训者在讲义时提供了恰当的案例并进行实习。 ① ② ③ ④ ⑤

11 培训者对学习者进行了恰当的提问和答复。 ① ② ③ ④ ⑤

12 培训者帮助学习者积极的参与培训。 ① ② ③ ④ ⑤

13 培训者进行教育培训的速度不会过快或过慢。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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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培训者争取的活用培训材料和设备（电脑，实习工

具，音响等)。
① ② ③ ④ ⑤

15
教育培训机关的行政手续没有不便的地方（培训申

请，登陆步骤等)。
① ② ③ ④ ⑤

16
机构的教育培训经营者做了合适的准备并充满热

情。
① ② ③ ④ ⑤

17 机构的教育培训经营者为培训顺利进行。 ① ② ③ ④ ⑤

18
机构的教育培训经营者和蔼亲切，促进与学习者的

共鸣。
① ② ③ ④ ⑤

19
在教育培训的主办机构为学习者提供了恰当的商谈

服务。
① ② ③ ④ ⑤

20 具备教育培训相关的教育材料和器材。 ① ② ③ ④ ⑤

21
教育培训机关在进行教育培训时，确定周边环境适

宜。
① ② ③ ④ ⑤

22 教育培训机关周边交通设施便利。 ① ② ③ ④ ⑤

23
为了学习者 准备了全面的配套设施（休息室，食

堂，其他设施等)。
① ② ③ ④ ⑤

24
教育培训现场的环境（规模，换气，照片，色彩，

桌椅等）在接受培训时 总体没有不满的地方。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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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下面是 “参与动机” 的相关问题 请根据自身体验，在相应的选项上打勾√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尽量从培训项目中学习。 ① ② ③ ④ ⑤

2
相信往往比其他人更多地从培训计划中学到更
多东。 ① ② ③ ④ ⑤

3 通常有动机去学习培训课程中强调的技能。  ① ② ③ ④ ⑤
4 想提高我的技能。 ① ② ③ ④ ⑤
5 愿意在培训计划中努力提高技能。 ① ② ③ ④ ⑤
6 对我来说， 培训课程不重要。 ① ② ③ ④ ⑤
7 愿意投入精力提高工作技能和能力。 ① ② ③ ④ ⑤

Ⅲ.下面是 “自我尊重感” 的相关问题 请根据自身体验，在相应的选项上打勾√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总的说来，我对自己很满意。 ① ② ③ ④ ⑤
2 有时,我觉得我一点也不好。 ① ② ③ ④ ⑤
3 我觉得我有许多优秀的品质。 ① ② ③ ④ ⑤
4 我能够像大多数其他人一样做事情.。 ① ② ③ ④ ⑤
5 我觉得我没什么值得骄傲的。 ① ② ③ ④ ⑤
6 有时我觉得自己没用。 ① ② ③ ④ ⑤

7 我觉得我是一个有价值的人。 ① ② ③ ④ ⑤

8 我希望我能对自己有更多的尊重。 ① ② ③ ④ ⑤

9 总而言之，我倾向于认为我是一个失败者。 ① ② ③ ④ ⑤

10 我对自己采取积极的态度。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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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下面是 “自我效能感” 的相关问题 请根据自身体验，在相应的选项上打勾√.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我将能实现我为自己设定的大部分目标。 ① ② ③ ④ ⑤
2 在面对困难的任务时, 我确信会完成它们。 ① ② ③ ④ ⑤

3 总的来说，我认为i我可以获得对我很重要的结
果。 ① ② ③ ④ ⑤

4 我相信,只要我下定决心努力, 我就能成功。 ① ② ③ ④ ⑤
5 我将能够成功地克服许多挑战。 ① ② ③ ④ ⑤
6 我相信我能有效地完成许多不同的任务。 ① ② ③ ④ ⑤

7 和别人相比，我能把大部分任务做好。 ① ② ③ ④ ⑤

8 即使事情很艰难，我也能表现得很好。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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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下面是 “组织承诺” 的相关问题 请根据自身体验，在相应的选项上打勾√.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为了帮助这个组织取得成功，我愿意为此付出
很多努力。 ① ② ③ ④ ⑤

2 我告诉我的朋友我工作的组织是伟大的组织。 ① ② ③ ④ ⑤
3 我对这个组织的忠诚度很低（相反）。 ① ② ③ ④ ⑤

4 为了继续为这个组织工作，我几乎接受任何类
型的工作。 ① ② ③ ④ ⑤

5 我发现我的价值观和组织的价值观非常相似。 ① ② ③ ④ ⑤
6 我很自豪地告诉别人我是这个组织的一部分。 ① ② ③ ④ ⑤

7
只要工作类型相似，我也可以为不同的组织工
作。 ① ② ③ ④ ⑤

8
这个组织在工作表现方面确实激发了我最好的
一面。 ① ② ③ ④ ⑤

9 我目前的情况几乎不会改变，导致我离开这个
组织。 ① ② ③ ④ ⑤

10 我非常高兴选择这个组织比起其他的。 ① ② ③ ④ ⑤

11 通过在这个组织里坚持，没有太多的收获（相
反。 ① ② ③ ④ ⑤

12 通常情况下，我很难赞同这个组织的有关员工
重要事务的政策（相反。 ① ② ③ ④ ⑤

13 我真的关心这个组织的命运。 ① ② ③ ④ ⑤
14 对我而言，这是所有工作中最好的组织。 ① ② ③ ④ ⑤

15 决定为这个组织工作是我的一个明确的错误（
相反）。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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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下面是 “任务价值” 的相关问题 请根据自身体验，在相应的选项上打勾√.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我想我可以在工作场所使用我在这次培训中学
到的东西。 ① ② ③ ④ ⑤

2
学习本次培训中提供的材料对我来说并不重要
。 ① ② ③ ④ ⑤

3 我对这次培训的内容非常感兴趣。 ① ② ③ ④ ⑤

4
我认为这次培训中提供的材料对我学习很有帮
助。 ① ② ③ ④ ⑤

5 我喜欢这次培训的主题。 ① ② ③ ④ ⑤
6 了解这次培训的主题对我来说非常重要。 ① ② ③ ④ ⑤

Ⅶ. 下面是 “职务相关性” 的相关问题 请根据自身体验，在相应的选项上打勾√.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提出可以直接应用在职务的明确目标。 ① ② ③ ④ ⑤
2 与我的职务直接相关的详细主题很多。 ① ② ③ ④ ⑤
3 提供了对职务运行的具体材料。 ① ② ③ ④ ⑤
4 给出有实际性的任务。 ① ② ③ ④ ⑤
5 我的业务里需要的教育都很好的反应了出来。 ① ② ③ ④ ⑤

Ⅷ. 下面是 “上司支持” 的相关问题 请根据自身体验，在相应的选项上打勾√.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我的上司定期与我会面，以解决我在尝试我的
培训时可能遇到的问题。 ① ② ③ ④ ⑤

2 我的上司会见我，讨论如何在工作中应用培训
。 ① ② ③ ④ ⑤

3
我的上司对我在培训中学到的东西表现出兴趣
。 ① ② ③ ④ ⑤

4 我的上司为我设定了目标，鼓励我在工作中应
用我的培训。 ① ② ③ ④ ⑤

5 我的上司让我知道我在使用我的培训时做得很
好。 ① ② ③ ④ ⑤

6 我的上司可以帮助我根据自己的培训设定工作
绩效的现实目标。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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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下面是 “同事支持” 的相关问题 请根据自身体验，在相应的选项上打勾√.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我的同事们很欣赏我使用我学到的新技能。 ① ② ③ ④ ⑤

2 我的同事们鼓励我使用我在培训中学到的技能
。 ① ② ③ ④ ⑤

3
在工作中，我的同事们期望我使用我在培训中
学到的知识。 ① ② ③ ④ ⑤

4 当我在工作中尝试新的技能或技巧时，我的同
事对我很耐心。 ① ② ③ ④ ⑤

Ⅹ. 下面是 “组织支持” 的相关问题 请根据自身体验，在相应的选项上打勾√.

      
번호  

     
설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有一种考绩制度，将财务奖励与新获得的知识
和技能联系起来。 ① ② ③ ④ ⑤

2 该组织提供出色的培训计划。 ① ② ③ ④ ⑤

3 为员工提供获取和使用新知识和技能所需的资
源。 ① ② ③ ④ ⑤

4 在工作中获得和使用新的知识和技能有奖励和
奖励。 ① ② ③ ④ ⑤

5 该组织奖励员工在工作中使用新获得的知识和
技能。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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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以下问题是有关您的一般信息，所有内容只会用于本研究，请用√来标记以下问题. 
1.您的性别?   ①男性 ②女性  

2.您的年龄?       岁 

3.您的学历 ①初中 ②高中 ③大专 ④本科 ⑤硕士及以上

4.您的职位是? ①一般职员 ②部门经理 ③中层管理者  ④高层管理者  

5.您所在的部门是?

▢ ①人事管理部门 ②生产部门 ③服务部门

▢ ④营业销售部门  ⑤研发部门 ⑥其他(      )

- 感谢您完成此问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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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중국어 번역 (Forward Translation) 

1.교육훈련 만족도 조사도구 번역 

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 교육훈련 내용은 훈련의 목표와 일치하였다. 教育培训内容与教育培训的目标相一致。 教育培训内容与教育培训的目标相一致。

2. 교육훈련 내용은 학습자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教育培训的内容反应了学习者的需求。 教育培训的内容反应了学习者的需求。

3. 교육훈련 내용의 난이도는 적절하였다. 教育培训的内容难易度恰当。 教育培训的内容难易度合理。

4. 교육훈련 내용은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教育培训的内容有助于职业能力的开发。 教育培训的内容有助于职业能力的开发。

5. 교육훈련 내용을 통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通过教育培训的内容，在执行所负责的业务时，自信

心有所提高。

通过教育培训的内容，在执行所负责的业务时，自信

心有所提高。

6. 배운 내용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것인지 계획

하였다.
已经计划好所学内容如何应用在业务中。 已经计划好所学内容如何应用在业务中。

7. 향후 유사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교육훈련내

용을 동료에게 권유할 것이다

以后会参加类似的教育培训或会将教育培训内容推荐

给同事。

以后会参加类似的教育培训或会将教育培训内容推荐

给同事。

8. 교수자는 교육훈련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培训者有专业性的知识。 培训者有专业性的知识。

9. 교수자는 철저한 강의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강

의하였다.
培训者准备的材料一丝不苟，并充满热情。 培训者准备的材料一丝不苟，并充满热情。

10. 교수자는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거나 실습을 병

행하여 강의하였다.
培训者在讲义时提供了恰当的案例并进行实习。 培训者在讲义时提供了恰当的案例并进行实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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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1.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질문을 적절히 유도하고

응답해주었다.
培训者对学习者进行了恰当的提问和答复。 培训者对学习者进行了恰当的提问和答复。

12.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었다.
培训者帮助学习者积极的参与培训。 培训者帮助学习者积极的参与培训。

13. 교수자는 교육훈련의 진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

리지 않게 강의하였다.
培训者进行教育培训的速度不会过快或过慢。 培训者进行教育培训的速度不会过快或过慢。

14. 교수자는 훈련기자재 및 장비(컴퓨터, 실습도

구, 오디오 등)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培训者争取的活用培训材料和设备（电脑，实习工

具，音响等)。

培训者争取的活用培训材料和设备（电脑，实习工

具，音响等)。

15.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적인 절차(훈련신청,등록절

차 등)는 불편함이 없었다.

教育培训机关的行政手续没有不便的地方（培训申

请，登陆步骤等)。

教育培训机关的行政手续没有不便的地方（培训申

请，登陆步骤等)。

16. 교육훈련 실시자(기관의 훈련 담당자)는 철저한

훈련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机构的教育培训经营者(机关的培训担当者)做了合适

的准备并充满热情。
机构的教育培训经营者做了合适的准备并充满热情。

17. 교육훈련 실시자(기관의 훈련 담당자)는 훈련을

원활히 진행, 연결하였다.

机构的教育培训经营者(机关的培训担当者)为培训顺

利进行。
机构的教育培训经营者为培训顺利进行。

18. 교육훈련 실시자(기관의 훈련 담당자)는 친절하

였고 학습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机构的教育培训经营者(机关的培训担当者)和蔼亲

切，促进与学习者的共鸣。

机构的教育培训经营者和蔼亲切，促进与学习者的共

鸣。

19. 교육훈련기관은 학습자에게 훈련관련 상담서비

스를 적절히 제공하였다.

在教育培训的主办机构为学习者提供了恰当的商谈服

务。

在教育培训的主办机构为学习者提供了恰当的商谈服

务。

20.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기자재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具备教育培训相关的教育材料和器材。 具备教育培训相关的教育材料和器材。

21. 교육훈련기관은 훈련 받기에 적합한 주변 환경

을 가지고 있었다.

教育培训机关在进行教育培训时，确定周边环境适

宜。

教育培训机关在进行教育培训时，确定周边环境适

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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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22. 교육훈련기관의 교통시설은 편리하였다. 教育培训机关周边交通设施便利。 教育培训机关周边交通设施便利。

23. 학습자들을 위한 부대시설(휴계실,식당,기타시

설 등)들은 반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었다.

为学习者准备了全面的配套设施（休息室，食堂，其

他设施等)。

为学习者准备了全面的配套设施（休息室，食堂，其

他设施等)。

24. 교육훈련장의 환경(규모, 환기, 조명, 책상, 의

자 등)은 훈련받기에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教育培训现场的环境（规模，换气，照片，色彩，桌

椅等）在接受培训时 总体没有不满的地方。

教育培训现场的环境（规模，换气，照片，色彩，桌

椅等）在接受培训时 总体没有不满的地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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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관련성 조사도구 번역 

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 직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명한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
提出可以直接应用在职务的明确目标 提出可以直接应用在职务的明确目标。

2.. 다루어진 세부 주제들은 나의 업무와 직접적으

로 관련되는 것들이 많았다.
与我的职务直接有关联的详细主题很多。 与我的职务直接相关的详细主题很多。

3.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자료 들이 제

공되었다.
提供了对职务运行的具体材料。 提供了对职务运行的具体材料。

4. 현실성 있는 직무관련 과제들이 주어 졌다. 给出有实际性的任务。 给出有实际性的任务。

5. 내가 하는 업무에서 필요한 것들이 교육에 잘

반영되었다.
我的业务里需要的教育培训都很好的反应了出来
。 

我的业务里需要的教育培训都很好的反应了出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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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중국어 번역 (Forward Translation) 

1. 자아존중감 조사도구 번역 

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 On the whole, I am satisfied with myself. 总的说来，我对自己很满意。 总的说来，我对自己很满意。

2. At times I think I am no good at all. 有时我觉得我一点也不好。 有时,我觉得我一点也不好。

3. I feel that I have a number of good qualities. 我觉得我有许多优秀的品质。 我觉得我有许多优秀的品质。

4. I am able to do things as well as most other

people.
我能够像大多数其他人一样做事情。 我能够像大多数其他人一样做事情。

5. I feel 1do not have much to be proud of. 我觉得我没什么值得骄傲的。 我觉得我没什么值得骄傲的。

6. I certainly feel useless at times. 有时我觉得自己没有价值。 有时我觉得自己没用。

7. I feel that I'm a person of worth. 我觉得我是一个有价值的人。 我觉得我是一个有价值的人。

8. 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 我希望我能对自己有更多的尊重。 我希望我能对自己有更多的尊重。

9. All in all, I am inclined to think that I am a

failure.
总而言之，我倾向于认为我是一个失败者。 总而言之，我倾向于认为我是一个失败者。

10.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yself. 我对自己采取积极的态度。 我对自己采取积极的态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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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동기 조사도구 번역 

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 Try to learn as much as can from training

programmes.
尽量从培训项目中学习。 尽量从培训项目中学习。

2. Believe tend to learn more from training

programmes than others.
相信往往比其他人更多地从培训计划中学到更多
东西。

相信往往比其他人更多地从培训计划中学到更多
东西。

3. Usually motivated to learn skills emphasized in

training programmes.
通常有动机去学习培训课程中强调的技能 通常有动机去学习培训课程中强调的技能。

4. Would like to improve my skills. 想提高我的技能。 想提高我的技能。

5. Willing exert effort in training programmes to

improve skills.
愿意在培训计划中努力提高技能。 愿意在培训计划中努力提高技能。

6. Taking training programmes courses had not a

high priority for me.
对我来说培训课程不重要。 对我来说， 培训课程不重要。 

7. Willing to invest effort to improve job skills&

competencies.
愿意投入精力提高工作技能和能力。 愿意投入精力提高工作技能和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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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효능감 조사도구 번역 

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 I will be able to achieve most of the goals that I

have set for myself.
我将能实现我为自己设定的大部分目标。 我将能实现我为自己设定的大部分目标。

2. When facing difficult tasks, I am certain that I

will accomplish them.
在面对困难的任务时，我确信会完成它们。 在面对困难的任务时，我确信会完成它们。

3. In general, I think that I can obtain outcomes

that are important to me.
总的来说，我认为i我可以获得对我很重要的结
果。

总的来说，我认为i我可以获得对我很重要的结
果。

4. I believe I can succeed at most any endeavor to

which I set my mind.
我相信，只要我下定决心努力，我就能成功。 我相信，只要我下定决心努力，我就能成功。

5. I will be able to successfully overcome many

challenges.
我将能够成功地克服许多挑战。 我将能够成功地克服许多挑战。

6. I am confident that I can perform effectively on

many different tasks.
我相信我能有效地完成许多不同的任务。 我相信我能有效地完成许多不同的任务。

7. Compared to other people, I can do most tasks

very well.
和别人相比，我能把大部分任务做好。 和别人相比，我能把大部分任务做好。

8. Even when things are tough, I can perform quite

well.
即使事情很艰难，我也能表现得很好 即使事情很艰难，我也能表现得很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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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몰입 조사도구 번역 

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 I am willing to put in a great deal of effort beyond

that normally expected in order to help this

organization be successfu

为了帮助这个组织取得成功，我愿意为此付出很
多努力。

为了帮助这个组织取得成功，我愿意为此付出很
多努力。

2. I talk up this organization to my friends as a great

organization to work for.
我告诉我的朋友我工作的组织是伟大的组织。 我告诉我的朋友我工作的组织是伟大的组织。

3. I feel very little loyalty to this organization

(reversed).
我对这个组织的忠诚度很低（相反）。 我对这个组织的忠诚度很低。

4. I would accept almost any type of job assignment

in order to keep working for this organization.
为了继续为这个组织工作，我几乎接受任何类型
的工作。

为了继续为这个组织工作，我几乎接受任何类型
的工作。

5. I find that my values and the organization's values

are very similar.
我发现我的价值观和组织的价值观非常相似 我发现我的价值观和组织的价值观非常相似。

6. I am proud to tell others that I am part of this

organization.
我很自豪地告诉别人我是这个组织的一部分。 我很自豪地告诉别人我是这个组织的一部分。

7. I could just as well be working for a different

organization as long as the type of work were similar

(reversed).

只要工作类型相似，我也可以为不同的组织工作
。

只要工作类型相似，我也可以为不同的组织工作
。

8. This organization really inspires the best in me in

the way of job performance.
这个组织在工作表现方面确实激发了我最好的一
面。

这个组织在工作表现方面确实激发了我最好的一
面。

9. It would take very little change in my present

circumstances to cause me to leave this organization

(reversed).

我非常高兴选择这个组织比起其他的。
我目前的情况几乎不会改变，导致我离开这个组
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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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0. I am extremely glad I chose this organization to

work for over others I was considering at the time I

joined.

我非常高兴选择这个组织比起其他的。 我非常高兴选择这个组织比起其他的。

11. There's not much to be gained by sticking with

this organization indefinitely (reversed).
通过在这个组织里坚持，没有太多的收获（相反
）。 通过在这个组织里坚持，没有太多的收获。

12. Often, I find it difficult to agree with this

organization's policies on important matters relating to

its employees (reversed).

通常情况下，我很难赞同这个组织的有关员工重
要事务的政策（相反）。

通常情况下，我很难赞同这个组织的有关员工重
要事务的政策。

13. I really care about the fate of this organization. 我真的关心这个组织的命运。 我真的关心这个组织的命运。
14. For me, this is the best of all organizations for

which to work.
对我而言，这是所有工作中最好的组织 对我而言，这是所有工作中最好的组织。

15. Deciding to work for this organization was a

definite mistake on my part(reversed).
决定为这个组织工作是我的一个明确的错误（相
反）。

决定为这个组织工作是我的一个明确的错误。



- 124 -

5. 과제가치 조사도구 번역 

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 I think I will be able to use what I learn in this

training in my workplace.
我想我可以在工作场所使用我在这次培训中学到
的东西。

我想我可以在工作场所使用我在这次培训中学到
的东西。

2. It is not important for me to learn the material

presented in this training.
学习本次培训中提供的材料对我来说并不重要。 学习本次培训中提供的材料对我来说并不重要。

3. I am very interested in the content area of this

training.
我对这次培训的内容非常感兴趣.。 我对这次培训的内容非常感兴趣.。

4. I think the presented material in this training is

useful for me to learn.
我认为这次培训中提供的材料对我学习很有帮助
。

我认为这次培训中提供的材料对我学习很有帮助
。

5. I like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aining. 我喜欢这次培训的主题。 我喜欢这次培训的主题。

6. Understanding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aining

is very important to me.
了解这次培训的主题对我来说非常重要。 理解这次培训的主题对我来说非常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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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사 지원 조사도구 번역 

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 My supervisor meets with me regularly to work

on problems I may be having in trying to use my

training.

我的主管定期与我会面，以解决我在尝试我的培
训时可能遇到的问题。

我的上司定期与我会面，以解决我在尝试我的培
训时可能遇到的问题。

2. My supervisor meets with me to discuss ways to

apply training on the job.
我的主管会见我，讨论如何在工作中应用培训。 我的上司会见我，讨论如何在工作中应用培训。

3. My supervisor shows interest in what I learn in

training.
我的主管对我在培训中学到的东西表现出兴趣。 我的上司对我在培训中学到的东西表现出兴趣。

4. My supervisor sets goals for me which

encourage me to apply my training on the job.
我的主管为我设定了目标，鼓励我在工作中应用
我的培训。

我的上司为我设定了目标，鼓励我在工作中应用
我的培训。

5. My supervisor lets me know I am doing a good

job when I use my training.
我的主管让我知道我在使用我的培训时做得很好
。

我的上司让我知道我在使用我的培训时做得很好
。

6. My supervisor helps me set realistic goals for

job performance based on my training.
我的主管可以帮助我根据自己的培训设定工作绩
效的现实目标。

我的上司可以帮助我根据自己的培训设定工作绩
效的现实目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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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료 지원 조사도구 번역 

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 My Colleagues appreciate my using new skills I

have learned.
我的同事们很欣赏我使用我学到的新技能。 我的同事们很欣赏我使用我学到的新技能。

2. My Colleagues encourage me to use the skills I

have learned in training.
我的同事们鼓励我使用我在培训中学到的技能。 我的同事们鼓励我使用我在培训中学到的技能。

3. At work, my colleagues expect me to use what I

learn in training.
在工作中，我的同事们期望我使用我在培训中学
到的知识。

在工作中，我的同事们期望我使用我在培训中学
到的知识。

4. My Colleagues are patient with me when I try

out new skills or techniques at work.
当我在工作中尝试新的技能或技巧时，我的同事
对我很耐心。

当我在工作中尝试新的技能或技巧时，我的同事
对我很耐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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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 지원 조사도구 번역 

원 문항
한글 번안본 1

(연구자 1차 번안)

한글 번안본 2

(검토자 의견반영)

1. There is a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that

ties financial rewards to use of newly acquired

knowledge and skills.

有一种考绩制度，将财务奖励与新获得的知识和
技能联系起来。

有一种考绩制度，将财务奖励与新获得的知识和
技能联系起来。

2. This organization offers excellent training

programs.
该组织提供出色的培训计划。 该组织提供出色的培训计划。

3. Employees are provided with resources

necessary to acquire and use new knowledge and

skills.

为员工提供获取和使用新知识和技能所需的资源
。

为员工提供获取和使用新知识和技能所需的资源
。

4. There are rewards and incentives for acquiring

and using new knowledge and skills in one’s job.
在工作中获得和使用新的知识和技能有奖励和奖
励。

在工作中获得和使用新的知识和技能有奖励和奖
励。

5. This organization rewards employees for using

newly acquired knowledge and skills on the job.
该组织奖励员工在工作中使用新获得的知识和技
能。

该组织奖励员工在工作中使用新获得的知识和技
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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