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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iciency of a government-supported project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and hygiene levels of food, service, and restaurant facilities for foreign customers in 
Chungnam province. Data was collected from 53 restaurant owners and restaurant manager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and presents a mode with key factors influencing transfer of training and training 
satisfa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s were used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four factors for 
transfer of training, training satisfaction, and retraining intentions. There are three main findings. First, 
teaching methods and relevance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ransfer, but instructor and education 
environment factors did not. Second, the teaching methods, instructor and education environment factors had 
a direct influence on training satisfaction, but the relevance factor didn't. Third, transfer and satisfaction both 
were influenced significantly by retraining.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 trainer, designing training 
curriculum for a production environment, should emphasize the role of the trainer and focus on learning tools. 
Finally, a thorough learning design is needed for learner'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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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식품·외식산업

에 많은 변화를 도모하 다. 우선 식품정책에 

한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  음식으로 육성 한다는 비  아래 식품·
외식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한국음식 발   

세계화에 한 지원을 확고히 하고 있다(Chun 
HK, 등 2009). 그러나 지난 3-4년간 한식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외식산업 육성정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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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정부 부처별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시

행되어 왔지만 국내 외식기업의 한식세계화를 

한 지원이 가시 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며 일 된 정책의 미비, 체계  연구시스템의 

미비 등 사업의 비효율성에 한 련 부처  학

계의 지 이 지속되어 왔다(Cho HS 2009). 특히 

외국인의 시각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외식산업은 

생을 비롯하여 서비스의 문화  환경 등 수

차이가 지각되고 있다(토시오 도이/土井利雄 

2007). 이러한 실을 개선하기 해서는 한식세

계화의 상이 외국인이라는 을 고려해볼 때, 
한식세계화를 한 지원은 외국인을 상으로 하

는 음식 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여겨

지며(Jung YW 2010; 호텔 & 스토랑 2009), 외
식산업에 한 정부의 효율 인 정책수립을 해 

수도권에 비해 상 으로 낙후된 지방에서 실시

해 온 외식산업과 련된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

해 볼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0 세계 백제 ”을 맞이

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주, 논산  부여

의 식당 30여 곳을 상으로 충청남도를 방문하

는 외국인 객에 한 만족스러운 서비스  

식사제공을 한 컨설  사업을 실시하 다. 사
업의 목 은 충청남도에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뿐

만 아니라 세계를 상으로 한국음식문화의 우수

성을 알리고 나아가 외국인 객의 유치에 

정 인 향을 가져오기 한 것이었다. 따라서 

외국인 고객을 할 때 상되는 문제 인 식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서비스, 생, 시설, 인테리

어  음식의 조리방법 등 반에 걸쳐 낙후되어

있는 사항(충남외국인 이용 음식  경  컨설  

사업 보고서, 2008)을 개선하는 것을 구체  목표

로 제시하 다. 이러한 컨설  사업에서 제시되

는 문제 은 교육훈련의 유효성에 한 평가가 

부분 반응 는 학습 평가 수 에 머물고 있어

(정 애 2006), 교육훈련 투자의 효용성  재투

자에 한 부정  시각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

이다. 교육 후 학습의 결과가 실무에 용되는 정

도에 따라 컨설  사업의 성공여부를 단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진행된 은 있으나, 추후 실무의 

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된 후의 성

과에 한 연구는 무한 편이다. 다가오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조리사 회  2018 평
창동계 올림픽 등 외국인 객 수요의 증가가 

상되는 국제행사에 앞서 이와 유사한 사업의 

성공 인 결과를 한 이론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 은 충남에서 진행된 “외국인 이

용 음식  경  컨설  사업” 사례를 심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학습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교육훈련 이에 따른 재교육의도와의 계를 밝

히고, 이를 실증 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열악한 지방 외식업체의 지원 사업 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이고 유기 인 

발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연구를 통하여 실

리 인 사업 효과와 결과의 극 화를 한 방안

을 제시하기 함이다. 

Ⅱ. 이론  배경

1. 교육훈련 이 선행요인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된 지식, 기술, 태도를 실

제 업무에 활용하여 성과를 극 화하는 것이 교

육훈련 사업의 궁극 인 목 이며, 교육훈련의 

실질  성과에 한 평가는 피 교육자가 교육훈

련과정을 통해 획득한 학습 성과가 업에 이

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교육훈련 

이는 피교육자가 개선된 직무를 수행한다는 측면

에서 투자된 교육훈련 비용에 한 실제 인 수

익으로 인정되며, 교육훈련의 타당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 이 되므로(정 애 2006), 교육훈련 

사업의 성과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이는 피교육자의 학습 자체의 만족도가 높을수

록 학습 이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

며(Joo YJ 등 2009), 피교육자의 높은 만족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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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학습 이의 결과로 직무에서의 향상된 행

동 변화  생산성이 증  될 수 있다(Lee EY 등
2011). 

이의 차원에 한 구별은 학자들마다 표 상

의 차이가 있으나, 포 으로 훈련 이란 학습

자가 훈련에서 얻은 지식  기술 등을 행동변화

를 통해 직무에 지속 이고 효과 으로 용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으며, 학습한 내용이 실천되

면서 그 용수 이 차 높아지고 최소한 학습

종료시의 수행수 이 유지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

념이다(정 애 2006). 선행연구에서 교육훈련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여러 선행변수가 

언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내용 련성

(Alliger GM et al 1997; Liebermann S & 
Hoffmann S 2008; Ruona WE et al 2002; 정 애 

2006; Kim MJ 2001; Lee BC․Yoon GS 2010;), 
교육강사(Campbell JP 1988; Lim HC․Park KK 
1999; Kwak DY 2006; Hur YJ 등 2007; Lee EY 
등 2011; Shin KH․Oh IS 2004; Park SY․Lee 
YH 2008; Lee YT․Kwak DY, 2006), 교육환경

(Leslie D & Richardson A 2000; Park KT, Baek 
JO 2008; Seo HJ 등 2010), 교육방법(Han SH 
2005; Jung JK․Baek DG 2008; Kwak DY․Lee 
YH 2004)의 네 가지 변수를 선행변수로 선정하

다.
교육내용 련성은 교육 이의 향변수로 여

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Alliger GM 등 

(1997)은 학습자는 훈련 로그램에 해 가지는 

호의도 보다 교육훈련 내용이 직무와 련성이 

높은지에 한 반응이 높다고 했으며, 정 애

(2006)는 교육내용의 직무 련성이 교육 이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Kim MJ(2001)
의 연구에서도 교육내용 련성 변수가 교육 

이성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Liebermann S & Hoffmann S(2008)은 

교육내용 련성 유무에 한 피교육자의 인식이 

교육 이 동기를 통하여 교육훈련 이에 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

증하 다. Park SY과 Lee YH(2008)는 교육 로

그램의 직무 련성이 교육훈련 이에 가장 크게 

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 는데, 즉 

교육내용에 하여 직무와 련하여 인식하고 있

는 가치나 효용성은 피교육자의 새로 습득한 스

킬이 성과를 향상 할 수 있다는 신뢰감, 업무성과

를 향상시키기 하여 악된 요구, 새로운 학습

내용을 용하는 것이 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믿

음, 이의 용이성을 한 새로운 스킬의 실용성

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연

구를 통해 제시 되었다(Ruona WE et al 2002). 이
상과 같은 연구들은 교육훈련 이에 있어 교육

내용의 직무 련성의 요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사의 능력은 교육훈련 이에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훈

련 로그램을 비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말하며,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매우 요

하다(Campbell JP 1988). Lim HC과 Park KK 
(1999)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강사의 능력과 교

육훈련 이정도간의 상 계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 으며, 
Kwak DY(2006)과 Hur YJ 등(2007)의 연구에서

도 유사한 연구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즉, 교육훈

련을 실시하는 강사의 능력에 한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학습자의 반응이 정 일수록 업에

서 교육훈련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동일한 훈련 설계나 내용을 가지고 훈련에 임

한다 하더라도 가 교육시키는가의 문제는 요

하게 작용되는데, 교육훈련 내용이 교육생에게 

달되고 학습되는 동안에 교육 강사에 따라 그 

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Lee EY 등). 여러 선행

연구에서 강사의 교육 능력이 교육훈련 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을 다고 한 것을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교육 강사 요인을 교육훈

련 이의 선행요인으로 선정하 다.
교육훈련 환경은 교육장, 교육매체 등 반

인 교육지원 환경을 의미하며, 훈련의 내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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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합하여야 한다. Kim SW과 Kim JH(2003)
연구에서 교육훈련 환경을 교육훈련 특성 요인으

로 제시하여, 교육훈련의 이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 다. 이는 교육장, 
교육매체, 실습재료 등 교육에 필요한 요소들이 

치 못했을 때 효과 인 훈련학습을 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가정된다. Holton EF(1996)의 연구

에서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업환경과 

유사한 교육 환경일수록 이가 진된다고 하

고, Vermeulen R(2002)은 교육 상황과 업무 상황

이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 훈련에서의 학습과 

작업 환경의 시간차이, 환경차이로 인한 이성

과의 차이는 결정된다고 하 다. Kim HG 등

(2008)의 연구에서도 한 교육환경의 제공은 

교육훈련 이를 진한다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

를 도출하 으며 Yoon GS과 Lee BC(2009)의 연

구에서도 교육훈련 환경이 교육훈련 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을 한 실습 기자재의 비정도, 교
육장소의 성  학습을 한 다양한 도구들

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경우 교수능력이나 학습자

의 학습동기나 기 감의 여부에 계없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고 하 다(Han SH 
2005; Jung JK․Baek DG 2008; Kwak DY․Lee 
YT 2004). 

강사의 학습자 교육방법에 있어서 학습 성과의 

극 화를 해 훈련 로그램의 설계자는 학습자

에게 가장 합한 교육훈련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하며 부분이 강의식 방법과 실습을 병행(Han 
SH 2005)하고 있으며 강사진의 교수법과 련한 

설문조사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교수자의 조건으

로 강의법  토의법을 사 에 체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젠테이션 스킬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

다(Jung JK․Baek DG 2008). 한 Kwak DY과 

Lee YT(2004)은 교육훈련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교육훈련의 투입요소로서 로그램 구

성요인 교육방법을 설정하여 이 정도를 설정한 

결과 이에 향을 미침을 제시하 다. 

2. 교육훈련 만족도

교육훈련에 있어 학습자 만족은 학습자들의 기

치에 제공된 교육과정 수 에 얼마나 학습자가 

만족스럽게 반응하는 지에 한 개념이며, 교육 

로그램을 수정 는 보완하기 해서 학습자들

에게 교육 후 그 교육에 한 만족을 평가하는 체

계라 할 수 있다. 한 교육을 진행하는 쪽의 일방

인 교육 훈련에서 차 학습자의 반응을 감안

하여 방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자의 교육 

필요성에 한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훈련의 효

과를 상승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요하게 여겨지

고 있다(Park KT․Baek JO 2008). 
일반 으로 만족에 한 이론은 개인이 느끼는 

실제성과와 기 성과의 함수 계로서, 인식된 성

과가 만족결정에 더 큰 향을 미친다(Suh HS 등 

2007). 학습자의 만족도에는 학습한 교육내용 뿐

만 아니라, 교육환경, 교수자, 교육평가 등 교육 

과정 반에 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Joo YJ 등 2009). 교육훈련에 한 학습자 

만족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창심

(2000)은 최 의 교육환경과 수  높은 교육서비

스 제공이 학습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킨다고 증명

하 으며, Ryu JH(2007)의 연구에서는 학습 환경

의 요인으로 학습시스템에 한 학습자의 만족도

와 련하여 학습시스템 개발의 요성을 제시하

으며, Joo YJ 등(2008)은 학습만족도를 내용설

계, 교수자, 시스템, 강좌 반의 4개 요인으로 나

어 요인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  양호도를 검

증하 다. 
한 Kwon KM와 Yoo YJ(2009)은 교육훈련에 

있어 로그램 만족도의 요성을 입증하 으며, 
Kim HD 등(2010)은 향토음식개발, 농가식당 운

과정 만족도를 심으로 한 평생 교육 과정 만

족도의 연구에서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해 

교육내용, 교육환경, 교육방식의 요함을 검정

하 다. 이외에 Kim OR(2005)은 외식ㆍ조리학원

의 교육만족도를, Chun BG(2006)은 호텔외식산

업실습강좌 교육품질 평가척도에 한 연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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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와 같이, 교육 반에 걸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

되고 있는 만족도는 학습 성과 측정에 있어 요

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교

육훈련 요인의 성과변수 의 하나로 제시하 다. 

3. 교육훈련 이  교육훈련 만족도와 

재교육 의도와의 계

Mittal V 등(1998)은 속성에 한 성과와 수련

자의 반  만족  재등록 의도의 계는 일반

으로 칭구조를 가진다고 하 다. 이는 서비

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반 인 만족도는 재등록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며(Son SD 2010), 이 같은 결과는 Crosby LA
등(1990)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Dick 
AS & Basu K(1994)는 여와 만족, 그리고 지각

된 서비스품질의 세 가지 변인을 통해 고객의 애

호도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 다. 
외식산업과 련한 선행연구에서는 Park KT와 

Baek JO(2008)는 조리학원 학습 만족도가 재수강

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

며, Kim HS(2007)은 스키수업 참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업 만족도가 재수강 의향

에 정 인 향을 주며, 수업품질을 포함한 수

업만족, 재수강 의향은 타인추천 의향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Jung KS와 

Kim KJ(2006)의 연구에서도 학습만족도와 재수

강 의향을 학습 성과의 측정지표로 선정하여 학

습 성과와 학습 이의 계를 살펴본 결과, 학습 

성과 즉 학습 만족도와 재수강 의향이 학습 이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의 반 인 

만족도와 학습자의 학습 이는 상호 계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며, 
아울러 재교육 의도의 련된 변인임을 측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고객과 련하여 진행된 충청남

도 30개의 식당에 한 일회성 지원으로는 만족

할만한 성과를 기 하기는 어려우며, 지속 으로 

유기 인 발 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해서는 반

드시 교육훈련 이  교육훈련에 한 만족도

가 재교육 의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지지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상  방법

1. 연구 모형  가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론  배경에서 언 하

던 것과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 이러한 연구 모형

을 바탕으로 교육훈련에 한 교육훈련 이  

학습만족도, 재교육의도와의 계에 하여 아래

와 같은 가설을 수립하 다. 먼 , 교육훈련 이

에 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선행 변수

를 요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 는데, 앞
서 이론  배경에서 언 되었듯이 교육내용 련

성(Alliger GM et al 1997; Liebermann S & 
Hoffmann S, 2008; Ruona WE et al 2002; 정 애 

2006; Kim MJ 2001; Lee BC․Yoon GS 2010), 교
육강사(Campbell JP 1988; Lim HC․Park KK 
1999; Kwak DY 2006; Hur YJ 등 2007; Lee EY 
등 2011; Shin KH․Oh IS 2004; Park SY․Lee YH 
2008; Lee YT․Kwak DY 2006), 교육환경(Leslie 
D & Richardson A 2000; Park KT․Baek JO 2008; 
Seo HJ 등 2010). 교육방법(Han SH 2005; Jung J
K․Baek DG 2008; Kwak DY․Lee YT 2004)을 

기 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 다.

H1a : 교육내용은 교육훈련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2a : 교육강사에 한 호감 도는 교육훈련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3a : 교육 환경은 교육훈련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4a : 교육방법은 교육훈련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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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search model

학습 만족도 요인은 학습한 교육내용 뿐만 아

니라, 교육환경, 교수자의 능력과 자질,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 교육과정 반에 련된 다양한 요

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으

로 교육내용 련성(Joo YJ 등 2009; Chun BG 
2006), 교육 강사(Campbell JP 1988; Kim OR 
2005) 교육환경(권창심 2000; Park KT․Baek JO 
2008), 교육방법(Ryu JH 2007; Kim HD 등 2010; 
Kwon KM․Yoo YJ 2009)요인을 선정하 으며,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 다.

H1b : 교육내용 련성은 교육 후 만족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
H2b : 교육강사에 한 호감 도는 교육 후 만족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3b : 교육환경은 교육 후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H4b : 교육방법은 교육 후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학습자의 재교육의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언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교육훈련 

이  교육 후 만족도(Kim HS 2007; Park KT․
Baek JO 2008; Jung KS․Kim KJ 2006; Noe 
1986; Rouiller JZ & Goldstein IL 1993; Dick AS 
& Basu K 1994; Tracey JB et al 1995)는 앞서 이

론  배경에서 언 한 바와 같으며,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하 다.

H5 : 교육 후 만족도는 재교육에 한 의지에 

향을 미친다. 
H6 : 교육훈련 이는 재교육에 한 의지에 

향을 미친다.

2. 설문지 구성

(1) 설문지 구성

교육훈련 요소가 교육훈련 이  교육 후 만

족도, 그리고 재교육의도와의 계를 고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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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설문지를 구성하

다. 먼  교육내용 련성은 Liebermann S & 
Hoffmann S(2008), Kim MJ(2001), Lee BC과 

Yoon GS(2010)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 로 하여 

3문항을 작성하 으며, 교육강사 련성 요인은 

Lim HC과 Park KK(1999), Park SY과 Lee 
YH(2008), Lee YT과 Kwak DY(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5문항을 작성하 다. 교육환경은 Leslie 
D & Richardson A(2000), Seo HJ 등(2010)의 연

구를 근거로 3문항을 작성하 으며, 교육방법 요

인은 Han SH(2005), Jung JK과 Baek DG(2008) 
연구를 바탕으로 5문항을 작성하 다. 교육 이 

요인은 정 애(2006)와 Lee EY 등(2011)의 연구

를 토 로 5문항을, 교육 후 만족도 요인은 Kim 
OR(2005), Kwon KM와 Yoo YJ(2009)연구를 근

거로 5문항이 작성되었으며, 재교육의도 요인은 

Jung KS와 Kim KJ(2006), Kim HS(2007), Park 
KT와 Baek JO(2008)의 연구를 토 로 3문항을 

작성 하 다.

(2) 표본 선정  수집 과정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에서 

진행되는 반 인 외식산업 경  컨설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한 연구로 학습자의 교육훈

련에 한 인식의 차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이에 연구자는 2008- 2010년까지 3년간 외국

인 이용 음식  경  컨설  사업에 참여한 충청

남도의 공주  부여의 유명식당 20여 곳 과 

2009-2010년 2년간 참여한 논산 10여 곳의 식당 

업주  식당 리자들 을 상으로 본 설문지에 

하여 미리 교육한 후 각 업소에 2부씩 60부를 

배포하 다. 설문은 교육 후 6개월이 경과된 2011
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
수된 설문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공주 

 부여 39부, 논산 14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Ⅳ. 연구결과

1.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은 <표 1>과 같다. 여성은 32.1%이고 남성은 

67.9%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 연령 는 40
와 50 가 81.2%을 차지했으며, 소유형태는 자가 

소유가 90%임을 알 수 있다. 업종은 한식이 

76.7%, 양식이 6.7%, 일식이 10%로 한식이 가장 

많았고, 일일 평균 외국인 고객 수는 10명이하가 

60%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타당성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에 한 타당성을 검증

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선행연구에

서 이미 많이 다루었던 요인이라는 을 바탕으

로 하여 본 연구에서 상정한 이론모형의 인과

계를 살펴보기 에, 측정변수들이 이론변수를 

지지하고 요인구조가 타당한가를 분석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 시 요인

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해 사각회

(oblique rotation) 방법 의 하나인 오블리민

(direct oblimin)방법을 사용하여 회 하 다(정
해 등 2008). 요인들 간의 상 계수를 구한 

<Table 5>에서 보는 것처럼 요인들의 상 계가 

존재함으로 사각회 을 실시하 다(정 해 등 

2008). 요인분석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KMO지수 값이 각각 0.717과 0.777이므로 요인분

석하기에 합하다. 한 Bartlett 구 형성 검증에

서도 유의확률이 모두 0.000이므로 요인분석하기

에 합하다고 볼 수 있다. 요인 재량(factor 
loading)은 변수와 요인의 상 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재량이 높은 변수를 요인에 포함시킨

다. 일반 으로 요인 재량의  값이 0.6이상

이면 높다고 하고, 0.4이상이면 약간 높다고 한

다.(정 해 등 2008) 따라서, 요인 재량의 값에 

한  기 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변

수를 포함시키기 해 요인 재량의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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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Total number of frequency(n=53)
frequency Percentage(%)

Area
Buyeo 22 41.5
Gongju 16 30.2
Nonsan 15 28.3

Gender Male 36 67.9
Female 17 32.1

Position

Business owner 30 56.6
Head chef 6 11.3

Service manager 16 30.2
other positions 1 1.9

Age

Under 30 5 9.3
30～39 2 3.8
40～49 18 34.0
50～59 25 47.2

Over 60 3 5.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less 40 78.5
2-year college 5 9.8

4-year college/university 4 7.8
Graduate 2 3.9

Type of ownership a Own building 27 90.0
Rented building 3 10.0

Type of operating a restaurant 
Managed by a founder owner 20 66.7
Managed by second generation 6 20.0

Takeover restaurant & management 4 13.3

Type of a restaurant

Korean cuisine 23 76.6
Western cuisine 2 6.7
Japanese cuisine 3 10.0

Buffet 2 6.7

Period of operating a restaurant 

1∼2 years 1 3.3
3∼5 years 7 23.3
6∼8 years 5 16.7

Over 9 years 17 56.7

Number of employees

1∼5 12 40.0
6∼10 11 36.7
11∼15 6 20.0

Over 15 1 3.3

Seating capacity

Under 50 2 6.7
51∼69 1 3.3
70∼89 3 10.0
90∼119 7 23.3

Over 120 17 56.7

Floor space

Under 132.231 m² 2 6.7
198.347∼261.157 m² 5 16.7
264.464∼327.273 m² 7 23.3
330.579∼393.388 m² 7 23.3

Over 396.694 m² 9 30.0

Number of foreign customers s

Under 10 18 62.1
11∼20 4 13.8
21∼30 2 6.9
31∼40 1 3.4
40∼50 2 6.9

Over 50 2 6.9
a Applied only position as a business owner(n=30)
b Daily average number of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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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the survey on job-related training contents 

Variable Mean SD Instructor Relevance 
Teaching 
methods

Education 
environment

a1  Expectations against training
a2  Similar situations to work places
a3  Reflecting Job requirements 

4.19
3.83
3.90

0.833
0.901
0.693

0.506
0.869
0.879

b1  Lecturer's ability
b2  Preparing a lecture
b3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a learner
b4  Effectively deliver educational content
b5  Instructor's enthusiasm

4.62
4.49
4.40
4.40
4.62

0.657
0.541
0.631
0.566
0.562

0.794
0.899
0.375
0.375
0.802

c1  Learning environment and effective facilities
c2  Training materials and practical room facilities 

and equipment
c3  Satisfied with new lab equipment and tools

4.40
4.19
4.00

0.768
0.878
0.620

-0.712
-0.827
-0.814

d1  Composition of well-balanced theoretical and 
practical lessons 

d2  Training period
d3  Field style training 
d4  Class accompanied by publicity
d5  Excellent learner incentives 

3.89
3.66
4.04
3.83
4.00

0.954
0.979
0.898
0.893
0.981

0.733
0.818
0.599
0.586
0.749

eigen value 5.751 2.218 1.624 1.177
variance 35.946 13.864 10.153 7.355

cumulative variance 35.946 49.811 59.964 67.319
Cronbach'  0.843 0.756 0.792 0.763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71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df
p-value

407.806
120
0.00

0.3이상인 것을 요인에 포함을 시켰다. 그러므로 

측정설문문항의 타당성은 검증되었다. 한 측정

항목에 한 신뢰성 검정을 해 내 일 성을 

나타내는 크롬바의 알 계수(Cronbach' α)를 구했

다. <표 2>과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크롬바의 

알 계수가 모두 0.7이상으로 높게 나와 측정항

목에 한 신뢰성을 만족하 다.

3. 교육만족도에 한 차이 분석

<표 4>는 직책과 연령 에 따른 교육 후 만족

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직책과 연령 별

에 해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결과를 보 다. 따
라서 사후분석으로 Tukey의 HSD 방법을 용하

다. 직책이 표인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교

육 후 만족도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령 에서는 50  이상 그룹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 에 비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4. 각 요인 간의 상 분석

본 논문에서 고려된 각 요인들 간의 상 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정리하 다. 교육내

용 련성과 재교육의도 간에는 상 계수가 0.662
로 양의 상 계가 있다. 이는 교육내용 련성 

수가 크면 재교육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 교육방법과 교육 후 만족도의 상 계수가 

0.719로 강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육방법에 해 정  평가를 한 사람

이 교육 후 만족도도 높음을 의미한다. 한 교육

훈련 이와 교육 후 만족도 사이의 상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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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of the survey on training satisfaction

Variable Mean SD Transfer satisfaction 
Retraining 
intentions 

f1  Improve work-related knowledge
f2  Improve knowledge about customers
f3  Improve work-related academic knowledge
f4  Customer care about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s
f5  Improve customer's cultural care 

3.66
3.74
3.83
3.60
3.74

0.898
0.788
0.951
0.947
0.993

0.826
0.757
0.322
0.904
0.912

g1  Overall satisfaction with training
g2  Satisfaction with relevance of training content
g3  Satisfaction with trainer's ability
g4  Satisfaction with teaching methods 
g5  Satisfaction with training materials 

3.88
4.28
4.47
4.13
4.08

0.832
0.818
0.639
0.652
0.756

0.707
0.684
0.841
0.915
0.662

h1  A feeling of superiority compared to non graduates
h2  Recommending a training to other restaurant owners
h3  Retraining intentions 

3.77
4.23
4.29

0.941
0.783
0.915

-0.605
-0.843
-0.892

eigen value 5.669 2.389 1.054
variance 43.611 18.377 8.104

cumulative variance 43.611 61.988 70.093
Cronbach'  0.840 0.886 0.790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77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df
Sig.

403.678
78

0.000

<Table 4> Analysis of variance for training satisfaction

Independent 
variable

Category N Mean SD F-value P-value Post hoc test***

Position
① Business owner 30 21.9000 2.50998 5.407 0.007 a
② Head chef 6 19.6667 4.27395 b
③ Service manager 16 19.1765 2.92052 b

Age
① 20~39 7 19.4286 2.43975 4.714 0.013 b
② 40∼49 18 19.5000 3.36505 b
③ over 50 28 21.9286 2.66567 a

*** multiple comparison between groups: a>b

<Table 5> Correlation between each factor

Variables Relevance Instructor Environment Methods Transfer Satisfaction Retraining Mean S D
Relevance 
Instructor 
Environment
Methods
Transfer
Satisfaction
Retraining 

1.0
0.182
0.325*

0.448**

0.490**

0.577**

0.662**

1.0
0.604**

0.367**

-0.054
0.572**

0.201

1.0
0.396**

0.065
0.497**

0.171

1.0
0.440**

0.719**

0.477**

1.0
0.341**

0.522**
1.0

0.576** 1.0

3.9679
4.5057
4.1950
3.8830
4.1708
3.7132
4.0962

.66751

.46510

.62850

.69552

.61076

.73538

.77075
** p<0.01 , * p<0.05 

과를 보면 유의수  1%에서 유의하며 상 계수

의 값은 0.341로 양의 상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 후 만족도가 높으면 교육훈련

이도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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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ach of the factors affecting transfer of training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t-value P-value Tolerance VIF

Transfer of training 

Relevance 
Instructor 
Environment
Methods

0.547
0.199
0.114
0.328

4.996
1.662
0.933
2.841

0.000
0.103
0.358
0.007

0.903
0.956
0.828
0.947

1.040
1.241
1.303
1.158

=0.446    adjusted=0.400       F=9.672     P-value=0.000

<Table 7> Each of the factors affecting training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t-value P-value Tolerance VIF

Training
Satisfaction

Relevance 
Instructor 
Environment
Methods

0.138
0.420
0.191
0.454

1.709
4.755
2.110
5.314

0.094
0.000
0.040
0.000

0.962
0.806
0.767
0.863

1.040
1.241
1.303
1.158

=0.698     adjusted=0.673       F=27.750      P-value=0.000   

5. 가설검정을 한 회귀분석

(1) 각 요인들이 교육훈련 이에 미치는 

향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해 각 

요인들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각 요인들 간의 상 계가 

존재하므로 원자료가 아닌 주성분 수(principal 
component score)를 구하여 다 회귀분석에 이용

하 다(정 해 등 2008). <표 6>은 연구가설 H1a
∼H4a를 검증하기 해 실시한 다 회귀분석 결

과이다. 우선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

제를 알아보기 해서 공차한계(tolerance)를 살

펴보면 네 변수 모두 1에 가까운 값이다. 일반

으로 공차한계가 0.2이하이거나 VIF(분산팽창지

수)가 10이상이면 다 공성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박성  2003).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다 공선

성 문제를 제거한 주성분 수를 이용한 결과이므

로 다 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유의수

 5%에서 교육내용 련성, 교육방법 요인이 교

육훈련 이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그러나 교

육강사와 교육환경은 유의수  5%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4개의 독립변수 

에서 교육내용 련성이 교육훈련 이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즉, 교육내용

련성에 한 만족도가 높으면 교육훈련 이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 H1a, H4a는 채택

되었다.
<표 7>은 연구가설 H1b∼H4b를 검증하기 

해 실시한 다 회귀분석 결과이다. 우선 다 공

선성의 문제를 알아보기 해서 공차한계를 살펴

보면 네 변수 모두 1에 가까운 값이다. 공선성 문

제를 제거한 주성분 수를 이용한 결과이므로 다

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육 강사, 
교육환경, 교육방법 의 3개의 요인이 유의수  

5%에서 교육 후 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그러나 유의수  5%에서 교육내용 련성은 유의

하지 않았다. 특히,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3개의 

독립변수 에서 교육강사와 교육방법은 교육 후 

만족도에 큰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설 H2b
∼H4b는 채택되었다.

<표 8>는 연구가설 H5, H6을 검증하기 해 

실시한 다 회귀분석 결과이다. 다 공선성의 문

제를 알아보기 해서 공차한계를 살펴보면 네 

변수 모두 1에 가까운 값이므로 다 공선성 문제

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유의수  5%에서 교육훈련 이와 교육 후 만족

도 모두 재교육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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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ransfer of training factor and training satisfaction factor affecting retraining intentio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 t-value P-value Tolerance VIF

Retraining
Transfer of training 

Satisfaction
0.323
0.367

2.652
3.014

0.011
0.004

0.958
0.958

1.044
1.044

=0.288     adjusted=0.260        F=10.137     P-value=0.000

다. 따라서 가설 H5, H6은 채택되었다.

V. 결  론

1. 연구의 요약  결론

최근 요 국제 회 행사가 잇따라 지방도시에 

유치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의 이목과 함께 외

국인 객 수요의 가 른 증가가 상되고 있

지만, 열악한 지방 외식업체 운  실태를 감안할 

때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의 외국인 이용 음식  경  컨설

 사업에 참가한 학습자를 심으로, 사업종료 

후 교육훈련을 통한 학습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교육훈련 이에 따른 재교육의도와의 계를 

밝히고, 이를 실증 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아울

러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행되는 본 사례와 유사

한 사업의 성공 인 결과를 한 이론  바탕을 

제공하여 실무의 용 성과를 얻기 함이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에 한 검정결과를 요

약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내용 련성, 교육강사, 교육환경, 교

육방법의 4가지 요인이 교육훈련 이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세운 가설인 H1a〰H4a에 

한 가설검정에서는 유의수  5%에서 교육내용

련성과 교육방법 요인이 교육훈련 이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내

용 련성은 교육훈련 이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육강사와 교육

환경 요인은 유의수  5%에서 교육훈련 이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

가설 H1a와 H4a는 채택되었고, H2a와 H3a는 기

각되었다.

둘째, 교육내용 련성, 교육강사, 교육환경, 교
육방법의 4가지 요인이 교육 후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해 설정한 가설은 H1b〰H4b이다. 가설

검정 결과, 유의수  5%에서 교육강사, 교육환경, 
교육방법 요인이 교육 후 만족도에 유의하지만 

교육내용 련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

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H2b, H3b, H4b는 채택되

었고 H1b는 기각되었다.
셋째, 교육훈련 이와 교육 후 만족도가 재교

육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H5, H6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검정 결과, 유의

수  5%에서 교육훈련 이와 교육 후 만족도 모

두 재교육의도에 유의하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H5, H6은 모두 채택되었다.

2. 연구의 시사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충남지역 표식당 업주 

 식당 리자의 교육 훈련 후 인식변화와 연 된 

실천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가 교육훈련 내용의 직무 련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업에서 교육훈련 이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Kwak DY(2008)과 정

애(2006)의 연구와 일치하며, 아울러 교육훈련 

이 정도를 높이기 해서는 교육훈련 내용설계가 

실제 업무내용과 직 으로 련 될 수 있도록 

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방법 요인

의 유의한 결과에 있어, 학습자들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하여 우수학습자 보상(Kwak DY 2006)
과 매스컴을 활용한 업소 간  홍보 효과  장

방문수업 등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교육

방법은 이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사료된

다. 교육강사와 교육환경 요인은 부분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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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강사의 교육 능력(Campbell JP 1988; 
Lim HC․Park KK 1999; Kwak DY 2006; Hur YJ 
등 2007; Lee EY 등 2011; Shin KH․Oh IS 2004; 
Park SY․Lee YH 2008; Lee YT․Kwak DY 
2006)과 교육환경요인(Leslie D & Richardson A 
2000; Park KT․Baek JO 2008; Seo HJ 등 2010)
이 교육 훈련 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향

을 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증 하

지 못했다. 이와 련하여 두 요인에 한 실무

인 시사 을 찾자면,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될 

수 있다. 
교육강사 요인으로서는, 짧은 교육 기간 내 정

상 인 교육일정을 소화 하는데 있어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단되며, 교수(강사)가 학습자에게 교

육내용을 충분하게 달하지 못해 학습자의 극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다는 에서 국내의 

Lee YT과 Kwak DY(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로 그 원인을 유추 해볼 수 있겠다. 교수(강사)는 

학습자들이 습득한 지식과 스킬 등을 업무에 어떻

게 용할 것인가에 에 한 명확한 기획과 교육 

방법의 실행이 이의 요한 요소이며(Lee BC․
Yoon GS 2010), 이와 더불어 좋은 강사의 특성을 

갖춘 강사의 선정도 요하며, 외부강사 빙 시

에도 가  검정된 강사를 선정 하여야하는 이유

를 증명 해 다(Shin KH․Oh IS 2004).
교육환경 요인의 결과를 살펴보면, Holton 

EF(1996)  Vermeulen R(2002) 의 연구에서 

이의 진은 작업환경과 유사한 교육 환경 그리

고 교육 상황과 업무 상황의 유사성의 강도에 따

라 훈련에서의 학습과 작업 환경의 시간차이, 환
경 차이로 인한 이성과의 차이는 결정된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반 인 선

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교
육환경요인” 은 학습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작업 

환경 보다 월등하게 나은 조건 혹은 뒤떨어진 조

건  처음 해보는 실습 장비  도구를 사용한 

학습 환경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작업환경을 바꾸

지 않는 한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환경의 선진화를 유도하

기 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  

을 연구과제로 남기고 있다. 주목할 은 교육강

사, 교육환경, 요인은 교육훈련 만족도에 유의하

지만 교육훈련 이에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는데, 즉 같은 요인이 학습 만족도에는 

향을 미치나 학습 이에는 보장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는 다양한 원리와 기술을 ‘아는 것과 그

것을 작업 장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 간에는 상

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Baldwin TT & Ford 
JK(1988), Newstrom JW(1986)등의 연구에서 훈

련 투자의 20% 이하만이 직무에 이된다는 결

과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교육강사 요인에 있어 문성, 교육 비, 

학습자 참여유도, 교육내용 효과  달  열정 

등은 만족도에 있어 반드시 교수자로서의 갖추어

야할 요 항목으로 증명 되었으며 교육환경 요

인은 효과  시설구비, 교육기자재, 새로운 실습

장비  도구사용 등 최 의 교육환경에 높은 

심을 보 으며 교육방법 요인에 있어서는 실기와 

이론수업의 한 구성, 수업기간, 장 재 식 

교육, 우수학습자 장려제도 등 수  높은 교육서

비스 제공에 심도가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부분의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Park KT․Baek 
JO 2008; Suh HS 등 2007; Joo YJ 등 2009; 권창

심 2000; Chun BG 2006; Kim HD 등 2010). 특히 

교수(강사)는 학습자의 반응을 감안한 교수법설

계가 필요하며, 학습자의 교육 필요성에 한 만

족도를 높이고, 교육훈련의 효과를 상승 시켜야

한다. 장 견학 교육을 포함한 하게 구성된 

실습수업 방법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학습자가 재 식당을 

운 하고 있는 업주라는 에서 이론 수업 방식 

보다는 좀 더 입체 인 장 실습수업에서 더 큰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 교육내

용 련성이 교육만족도에 유의하지 않는 요인을 

살펴보면 충분한 숙지시간 없이 처음 해보는 

실습 장비  도구를 사용한 훈련을 비롯하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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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고객 서비스제공방법, 메뉴표기법, 주요원어

민 언어교육 등 짧은 교육기간 내 생소한 내용으

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심도를 충분히 유발하지 

못한 걸로 사료된다. 즉 공 자 심의 과정설계

가 아닌, 장의 요구와 기 를 반 하는 수요자 

심의 과정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Lee BC․Yoon GS 2010). 
셋째, 교육훈련 이에 있어, 고객에 한 지식

사항, 업무 련지식사항, 업무 련 학문  지식

사항, 고객에 한 환경  문화  배려 사항에 

한 업에 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명

되며, 만족도에 있었어도 수업내용 련만족, 교
수자만족, 수업방법만족, 교육방법만족 등에 만

족도가 충족되어 학습자는 교육수료에 한 자부

심을 나타내며, 재교육 의도  타 업소에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을 타 업소에게 추천의지를 보이

고 있는 걸로 사료된다.
즉 교육훈련에서 제공된 방식에 큰 만족을 보

인 참가자들은 그 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자신의 

실제 직무수행에 교육훈련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

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되고 있

으며 Faerman S & Ban C(1993)의 연구와 일치하

고 있다. 이는 곧 유의한 만족도와 교육훈련 이

를 통한 재교육의도와의 계에 정 인 향을 

주며, 따라서 재교육의도  타인추천의향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 

여와 만족 그리고 지각된 서비스품질의 세 가지 

변인을 통해 고객의 애호도 정도를 추정할 수 있

다고 한 Dick AS & Basu K(1994)의 연구와도 맥

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서는 연구 상이 충남지

역의 30여개에 식당들에 불과하여 일반화하기 

해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통하여 재검정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심층 이고 

폭넓은 연구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본 연구와 

련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록

본 연구는 외국인고객에 제공되는 음식, 서비

스, 생상태 등 식당환경 개선을 한 충남지방 

유명식당 30여 곳의 식당 업주  식당 리자 53
명 을 상으로 진행된 외국인 이용 음식  운

교육을 한 정부지원 사업에 한 효율성을 조

사하는데 있다. 이를 검증하기 하여 사업 종료 

후 네 가지 교육 련 요인을 설정한 후 각각의 요

인이 교육훈련 이와 교육 후 형성되는 학습만

족도  재교육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분석결과 교육내용 련성과 교육방법 요인이 교

육훈련 이에 유의한 결과를 보 으며, 교육강사

와 교육환경 요인은 교육훈련 이에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교육강사, 교육환경, 
교육방법 요인이 교육 후 만족도에 유의하지만 

교육내용 련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

었다. 교육훈련 이와 교육 후 만족도는 모두 재

교육의도에 유의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교육훈련 담당자가 교육훈련을 설계할 때 실

제 업무환경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학습도구

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와 강사(교
수)의 역할에 한 요성  학습자의 만족도 증

진을 한 교육훈련 요구 분석을 철 히 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권창심 (2000). 교육훈련기법과 교육만족 -외식산

업 종사원을 심으로-. 성신여자 학교 학

원, 36~3, 서울 

박성  (2003). 회귀분석. 민 사, 578~583, 서울

이수경, 변숙 , 권성연 (2009). 기업 e-Learning 
학습 이 사례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9~ 
133. 서울

정 애 (2006). 기업교육 훈련 이 향요인에 

한 연구. Korean J Human Resource Develop-
ment 8(20): 89~110.



한국조리학회지 제 17권 제 5호(2011)88

정 해. 조지 , 황 식 (2008). spss14.0 통계자료

분석. 한국사회조사연구소, 321-327, 서울

김홍기, 충남외국인 이용 음식  경  컨설  사

업 보고서, 충청남도(2008)(보고서 2008-11), 
9~140.

토시오 도이/土井利雄, 한식의 세계화를 말한다, 
Assessed August 30. 2011. Available from: 
http://www.han-style.com/hansik/special-
ist/specialview.jsp?def=&seq=114&pageNum 
=2&pageSize=10&search=&keyword=&strCat
e=H2

호텔 & 스토랑, 2009. “외국인 시각에서 한식세

계화”, 11월호 158.
Alliger GM, Tannenbaum SI, Bennett W Jr, Traver 

H, Shotland A (1997).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 among training criteria. Personnel 
Psychology 50(2) : 341~358.

Baldwin TT, Ford JK (1988). Transfer of training: 
A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Personal Psychology 41(1): 63~105.

Campbell JP (1988). Training design for perform-
ance improvement. In J.P Campell, R.J. Cam-
pell, & Associate (Eds.). Productivity in or-
ganizations. San Francisco:Jossey-Bass, 177~ 
215.

Cho HS (2009). Strategies for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as tourism products. The Civiliza-
tion J 22(1): 38~40.

Chun BG (2006). Scale for measuring quality of 
practical class in hotel ＆ food-service in-
dustry. J Tourism Sci 30(5): 71-89.

Chun HK, Kim YS, Kim HR (2009). R&D plan 
for agrifood and Korean food globalization in 
RDA. Food Industry & Nutr 14(1): 12~20.

Crosby LA, Kenneth RE, Deborah C (1990). 
Relationship quality in service selling: An in-
terpersonal influence perspective. J Marketing 
54(3): 68~81.

Dick AS, Basu K (1994). Customer loyalty: 
Toward an integrated conceptual framework. J 
Academy Marketing Sci 22(2): 99~113.

Faerman S, C Ban (1993). Trainees satisfaction 
and training impact : Issues in Training Evalu-
ation. Public Productivity Management Rev 
16(3): 299~314.

Friedman BA (1990). Six ways to make it work 
at work. Training & Development J 11(12): 
17~19.

Han SH (2005). A Survey Study on Lear-
ning-Participation Program for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in CNU 2004 Adult Learners 
Group. J Student Guidance 31(February): 1~ 
30.

Holton EF (1996). “The Flawed four-level evalua-
tion model”,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7(1): 5~25.

Hur YJ, Yoon JH, Cha SB (2007). Relationships 
among training program components, charac-
teristics of organizational situations, and train-
ing transfer: The case of family restaurant. J 
Tourism Sci 31(6): 53~74.

Joo YJ, Kim NY, Cho HK (2008). Test develop-
ment and verify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measuring a effectiveness of e-learning 
course in cyber university. J Korean Assoc 
Information Edu 12(1): 109~120.

Joo YJ, Kim SN, Park SY, Kim EK (2009). 
Relationships among Learners'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Transfer 
in the Corporate Cyber Education. J Educatio-
nal Information & Media 15(1): 23~43.

Jung JK, Baek DG (2008). Successful operational 
factors and satisfaction degrees of AMP-pro-
grams. Chungbuk University Res Institute In-
dustry & Management. 21(1): 1~26.

Jung KS, Kim KJ (2006). Factors Influencing the 



교육훈련요인이 교육훈련 이, 교육훈련만족도  재교육의도에 미치는 향 89

Learning Effectiveness and Transfer of e-Lear-
ning in Business Organizations. J Information 
Systems 15(2): 1~29.

Jung YW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uisine through the ap-
plication of multicultural cuisine. Korean J 
Culinary Res 16(2):170~184.

Kim HD, Kim GH, Bae SM, Kang CS (2010). 
Studies on degrees of satisfaction of lifelong 
education: the education for developing native 
local foods and running farmhouse restaurant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 59(February): 
241~257. 

Kim HG, Seo ES, Suh HJ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job commitment and task 
relatedness of content on individual transfer of 
training in the e-learning environment. Know-
ledge Management Res 6(1): 27~53.

Kim HS (2007). A Study on the Ski Enrollees' 
Perceived Instruction Quality and Satisfaction 
Attribute. J Korean Soc Sport Policy 5(1): 
61~75.

Kim MJ (2001). Inter-industrial comparison of re-
lationship between training program compo-
nents and training transfer: tourism, financial 
and manufacturing. J Tourism Sci 24(3): 89~ 
105.

Kim OR (2005). A study on satisfaction with culi-
nary education environment in the students of 
food service & culinary art. Korean J Culinary 
Res 11(1): 105~118. 

Kim SD (2003). An exploratory study of the tou-
rist hotel training for employees- Focused the 
First Hotels-. Korea J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4(3): 79~95.

Kim SW, Kim JH (2003). An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ment of Learning Transfer Model 
in Corporate Training. J Corporate Education 

5(1): 83~105.
Kwak DY (2006). A study on transfer of training 

in the Korean travel industry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limate 
factor-. Korean J Tourism Res 21(3): 59~79.

Kwak DY, Lee YT (2004). Factors influencing 
transfer of CRS user training in Korean 
market. Korea J Tourism & Hospitality Res 
18(2): 31~43. 

Kwon KM, Yoo YJ (2009). The effect of sat-
isfaction on performance of food service in-
dustry AMP. J Food Ser Management Soc 
Korea 12(1): 35~57. 

Lee BC, Yoon GS (2010). An exploratory study 
of factors affecting transfer of learning in an 
organization. J Corporate Edu 12(1): 91~127. 

Lee EY, Hwang JH, Lee SB (2011). A study of 
the effects of training factors on transfer, 
self-efficacy and job performance. Korean J 
Tourism Res 25(6): 275~294.

Lee YT, Kwak DY (2006). A Study on Transfer 
of Training for Tourism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case of CRS user training in 
Korea-. Korea Academic Soc Hotel Admini-
stration 15(4): 145~161.

Leslie D, Richardson A (2000). Tourism and coop-
erative education UK undergraduate courses. 
Tourism Management 21(5): 489~498.

Liebermann S, Hoffmann S (2008). The Impact of 
practical Relevance on training transfer: Evi-
dence from a Service Quality Training Pro-
gram for German Bank Clerks. International J 
Training & Development 12(2): 74~86.

Lim HC, Lee IS, Park KG (2004). Empirical anal-
ysis on E-learning effectiveness. Korean Per-
sonnel Administration J 28(3): 1~32.

Lim HC, Park KK (1999). Effects of training pro-
gram components on training transfer. Korean 



한국조리학회지 제 17권 제 5호(2011)90

Personnel Administration J 23(2): 107~138.
Lundin F, Clements G, Perkins D (1978). 

Mentoring relationships: Everyone who makes 
it has a mentor. Harvard Business Rev 56(4): 
89~101.

Milheim WD (1994). A comprehensive model for 
the transfer of training. Performance Improve-
ment Quarterly 7(2): 95~104.

Mittal V, Ross WT, Baldasare PM (1998). The 
Asymmetric Impact of Negative and Positive 
Attribute-Level Performance on Overall Satis-
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s. J Marketing 
62(1): 33~47.

Newstrom JW (1986). Leveraging management de-
velopment through the management of trans-
fer. J Management Development 5(5): 33~45.

Noe RA (1986). Trainees’Attributes and Attitudes: 
Neglected Influences on Training Effective-
ness. Academy Management Rev 11(4): 736~ 
749. 

Park KT, Baek JO (2008). The effect of the envi-
ronment of cooking education institutes on 
study satisfaction and re- registration - focused 
on Busan area-. Korean J Culinary Res 14(3): 
156~164. 

Park SY, Lee YH (2008). A study on the learning 
organization factor about transfer of cabin 
crew`s training in airlines industry indicators. 
J Aviation Management Soc Korea 6(1): 
117~140.

Rouillier JZ, Goldstein IL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transfer climate and 
positive transfer of train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4(4): 377~390. 

Ruona WE, Leimbach M, Holton III EF, Bates RA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 utility 
reactions and predicted learning transfer among 
trainees. International J Training & Develop-

ment 6(4): 218~228.
Ryu JH (2007). Critical factors of learner sat-

isfaction in e-learning for corporation. J Lear-
ning & Performance 9(1): 121~142.

Saks AM & Belcourt M (2006). An Investigation 
of Training Activities and Transfer of Training 
in Organizations. Human Resource Management 
45(4): 629~648.

Seo HJ, Cho HY, Lee JH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ducational environment for re-
employment of cooking school on job satis-
faction. Korean J Culinary Res 16(1): 281~ 
282.

Sevilla C & Wells TD (1998). Contracting to 
Ensure Training Transfer. Training & Develo-
pment, 52(6): 10~11.

Shin KH, Oh IS (2004). A study of antecedents 
of learning and transfer of training motivation. 
Korean J Industrial & Organizational Psycho-
logy 17(3): 223~242.

Son SD (2010). The relationship among training 
environment, training satisfaction, and re-en-
rollment of Taekwondo halls. Korea J Sports 
Sci 19(3): 495~505.

Suh HS, Na JH, Na YK (2007). The effects of ed-
ucational servic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customer participation on the customer satis-
faction. J Edu Evaluation 20(4):189~212. 

Tracey JB, Tennenbaum SI, Kavanagh MJ (1995). 
Applying trained skills on the job: The im-
portance of the work environment. J Applied 
Psychology 80(2): 239~252.

Vermeulen R (2002). Narrowing the transfer gap: 
the advantages of “as if” situations in training. 
J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6(8): 366~374.

Yoon GS, Lee BC (2009).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learning outcomes and learning trans-
fer in engineering design programs. J Enginee-



교육훈련요인이 교육훈련 이, 교육훈련만족도  재교육의도에 미치는 향 91

ring Education Res 12(3): 3~12.

2011년 08월 18일         수

2011년 10월 07일 1차 논문수정

2011년 10월 23일 2차 논문수정

2011년 11월 17일 3차 논문수정

2011년 12월 11일 게 재 확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