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컴퓨터情報學會 論文誌

第16卷 第5號, 2011. 05.
2011-16-5-2-3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수익률 일(-) 분석

*)이 현 경*, 이 명 근**, 김 윤 희***

A Return-on-Investment Analysis for evaluating

Effectiveness of Corporate e-Learning Programs

Hyunkyung Lee*, Myunggeun Lee**, Yoonhee Kim***

요 약

이 연구에서는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e-learning program)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일종의 투자수익률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전자교육프로그램의 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한 정확한 비용과 수익 산출은 복잡한 과정

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의 투자수익률 분

석에 대한 연구는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투자 대비 수익을 중시하는 기업 환경에서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회사의 전자교육프로그램의 투자수익률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의 투자대비 수익률을 규

명하고자 하는 데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업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eyword :전자교육, 교육투자수익률, 기업교육

Abstract

The study explored a way to analyze return-on-investment for evaluating corporate e-learning

programs. It is said to be not easy to measure return-on-investment due to complexity of

determining exact amount of cost and benefit of any e-learning program. In this vein, it has been

rare to see researches regarding return-on-investment for corporate e-learning programs.

Nevertheless, it is needed to try to document return-on-investment evidence for ver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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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More concrete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raw up guidelines

in making decisions about whether companies should invest in e-learning programs any more at

particular point of time.

▸Keyword : e-Learning, ROI(Return on Investment), corporate education & training

I. 문제 제기

기업은 조직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

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첨단 정보통신 매체

가 발달하면서 기업교육이나 연수방법은 인쇄자료, 워크북, 강

사중심으로진행되던집합교육훈련에서컴퓨터를기반으로하

는 CBT(Computer-Based Training)나 WBT(Web-Based

Training)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

자교육(e-learning)이 기업교육 분야에 기여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기여를전반적으로증명해줄수있는전자교육프로그램의효과성

평가에대한연구는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36].

그러나 기업에서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비용이 증대 되

면서 투자되는 비용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훈련 투자 대비 수익을 산출해내는 ‘교육투자수익률

(ROI: Return On Investment)’ 분석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교육

훈련의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을 규명하는 일은 지나치게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

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32] 교육훈련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

도나 학업성취도 평가로 교육훈련의 효과를 설명하는데 그치

고 있다. 그러나 기업교육에서 교육훈련의 만족도나 성취도

평가만으로 교육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은 착각과 오류일 수

있으며, 특히 만족도 평가는 극단적으로 경영 성과와 역상관

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다[30]는 점에서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특히 전자교육프로그램처

럼 초기 개발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교육훈련 방법은 경영

진 입장에서 투자비용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확

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투자효과 분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고조될 수밖에 없다.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에 대한 이

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업 교육훈련담당자들은 전자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산출해내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27], 대부분 강의실 교육을 실시할 때의 투입비용과 비교

를 통한 성과 산출이 대부분이었다[9, 31]. 실제로 전자교육

훈련의 비용과 효과 요인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분석하는 방법

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교육투자수익률 분

석을 위해서 무형적 이익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Phillips ROI 모형[15]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모형은 기

존의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투자효과 분석을 위한 것뿐만 아니

라 전자교육훈련과 같이 첨단 정보통신공학매체를 활용한 기

업교육 분야에서의 투자효과 분석을 도모하는 데에도 유용할

수 있다[33]는 점에서 대부분의 기업 교육훈련프로그램

ROI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 전자교육프

로그램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Phillips ROI

절차모형에 따라 수익과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

여 분석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전자교육의 효과성을

투자수익률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속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전자교육의 ROI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의

제시[10, 11, 23, 29, 37]에 그쳐 실제 기업 전자교육프로

그램의 사례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교육투자수익률을 산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Phillips가 제시하고 있는

ROI 절차모형을 기반으로 자료 수집, 교육효과의 추출, 화폐

가치로의 전환, 프로그램 비용 산출, 투자효과의 계산 절차에

따라 특정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효과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는 특정 기업의 단일 전자교육프로그

램을 선택하여 기업 현장을 실제적으로 탐색함으로써

Phillips ROI 절차모형에 따라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의 투

자수익률을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특히 이 기업 전자교육훈

련의 형태는 다른 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반 현직교육훈련(general

OJET)이 아니라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만 사

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특수 현직교육훈련

(specific OJET) 형태로 국내 기업교육훈련 전문기업인 H

사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 가치공유 전자교육프로그

램이었다. 또한 이 교육훈련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고 회사에서 전적으로 교육훈련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

에 개인 차원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의 수익과 비용을 산출하

여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는 의도적 표본추출을 통해 기업의 전자교육프로그램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이라는 주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최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6] 하나의 특정한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

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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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연구는 특정 기업 사례를 통하여 기업 전자교육프

로그램의 투자효과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공함으

로써 회사 차원에서 전자교육프로그램의 투자수익률을 규명

하는 데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한

수익과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 둘째,

수익과 비용을 토대로 한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

수익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

II.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 평가 방안

1.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과거에는 기업교육훈련이 전문 강사에 의한 교실강의 형태

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교육훈

련에서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전자교육훈련이 보

다 중요시되고 있다[20]. 결국 전자교육훈련은 시·공간을 초

월한 교육 기회의 확대, 용이한 교육 접근성, 교육비용 절감

의 효과, 자율적인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7, 31].

지금까지 전자교육훈련에서 교육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

로 사용되어 온 것은 한 강좌에서 몇 명의 학습자가 학점을

취득하느냐 하는 강좌 성공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졸업률

등이다. 이와 더불어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만족도,

학업성취도, 직무적용도, 강좌성공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

며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들외에 인터넷이라는 특정 매체

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무형의 학습효과나 비의도적 교육

효과 등을 효과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33]. 또한

학습자가 인식하는 서비스의 질, 효율성, 융통성 등을 교육의

효과 측정지표로 포함할 수도 있다[4].

또 다른 관점에서 전자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전자교육

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비즈니스 성과로서의 비용,

품질,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다[18]. 우선 전자교육프로그

램의 비용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효율성, 전달

시간 감소, 전달비용 감소, 학습자 비용 감소의 4가지가 중요

한 요소가 된다. 학습의 효율성은 전자교육훈련이 같은 분량

의 훈련이나 정보를 전달하는데 강의실 교육훈련에 비하여

25~60%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러한 전달 시간 감소

는 전자교육의 내용이 변화되더라도 즉각적인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시간이나 전달시간 없이 훨씬 더 많은

학습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전자교육프

로그램의품질은 학습자의 지식 향상과 수행 개선을 가져오고

투자가치가 있었는지를 밝혀주는 지표이다. 셋째, 전자교육프

로그램은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필요로 할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다. 또한

학습자를 위한맞춤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학습의 확장

을 허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2.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 투자수익률 분석

기업의 현직교육훈련은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투자행

위라는 점에서 정규 학교교육과는 다른 인적자본의 축적과정

으로 파악되어야 한다[28]. 흔히 교육훈련을 통해 형성된 인

적자본은 기업의 생산성과 임금수준을 향상시킨다[3, 14,

17, 21]는 실증적 연구 결과들은 기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적자본이 생산성과 임금수준을 향상

시킨다는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교

육훈련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해 얼마의 수익을 산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교육투자수익률의 합리적 측정이 중요시된다.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은 교육훈련프로그램 효과 요인이 경

제적 가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영 환경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34]. 더욱

이 기업교육에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교육훈련 담당자들은 교

육투자수익률 분석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5]. 특히

전자교육프로그램의 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

는 모형은 Phillips의 ROI 절차 모형이라 할 수 있다.

Phillips(1997)의 ROI 절차 모형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

와 방법이 적용되는 투자효과 분석 과정을 단순화시켜체계화

된 모형으로 도식화하고 있으며 모형에서 제시한 각 단계들의

주요 활동들을 비교적 쉽게 설명하고 있다. 즉 자료수집, 교

육효과의 추출, 화폐가치로의 전환, 프로그램 비용 산출, 투

자효과의 계산, 무형 효과의 확인 등 여섯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Phillips ROI 절차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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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hillips의 ROI 절차모형(Phillips, 1997, p.67)
Fig. 1. The Phillips' ROI Model(Phillips, 1997, p.67)

Phillips의 ROI 절차모형에 따르면 교육투자수익률을 산

출하기 위해서는 평가도구, 목적, 시간계획, 평가수준을 고려

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교육효과를 추출한 후 그것을 화폐

가치로 전환한다. 이를 프로그램 투입비용과 비교하여 투자효

과를 계산해낼수 있다. 즉 교육투자수익률은 교육훈련프로그

램이창출한순이익을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으로 나눈수치

이다. 프로그램의 순이익은 프로그램의 총이익에서 프로그램

의 비용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Phillips의 ROI 절차모형에

따라 교육투자수익률을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공식을 기준으로 투자수익률이 100%를 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기

업에 따라서는 25% 정도를 기대수익으로 책정하기도 한다

[15]. 이는 실제적인 수익과 비용 산출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

에 투자수익률의 평가 기준조차 규명하는 것이난해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익과 비용을 명확히 산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과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수익률을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의 수익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I. 분석모형 및 절차

1. 분석 대상

이 연구에서는 특정 회사의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

수익률을 산출하고자 국내 기업교육 전문기업 H사에서 운영

한 인적자본의 생산성 및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회사의 비전

과 가치를 공유하도록하는 ‘가치공유 전자교육프로그램’을 선

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원 35명, 대리 23명, 과장 15명,

차장 11명, 부장 5명, 기타(비서, 인턴사원 등) 7명을 포함하

여 96명 전 직원 대상의 전사교육 형태로 실시된 특수 현직교

육훈련이었다.

2. 분석 모형

교육훈련프로그램 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해 필요한 수익과

비용은 금전적 가치로 전환이 가능한 요소들로만 분류하였다.

우선 수익 산출을 위하여 전자교육프로그램의 인적자본이 측

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하여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기

업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소속감을갖게 하는 것은 기업의 생

산성 향상을 위해 직원들에게 필요한 주요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자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기업의 가치

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는 주요 인적자본으

로서 7가지 인적자본(자긍심, 소속감, 역사이해도, 기업정신

이해도, 그룹비전/경영이념이해도, 소속계열비전/경영이념이

해도, 비전실천의지)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인적자

본이 측정되었다. 인적자본 측정 결과는 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한 수익 산출에 반영되었다. 즉 수익은 교육훈련을 통해 향

상된 인적자본을 회사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근로자의 임금에

반영함으로써 산출된 것이다. 7개 인적자본의 측정영역의 구

체적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았다.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 전자교육프로그램을 위

해 투자한 비용을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 부담하

는 비용은 전무하고 회사에서 투자하는 비용만 투입되는 프로

그램이었다. 구체적으로 비용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초기, 고정, 가변, 분할 비용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투자된 비용만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투자하는

비용만 발생하므로 회사차원에서의 교육훈련프로그램 투자수

익률을 분석한 것이다.

표 1. 해당교육프로그램의 7가지인적자본측정영역및문항
Table 1. 7 Areas and items to measure human capital in

the e-learning program about corpora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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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수익과 비용을 토대로 H사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수익률을산출하기위한구체적인분석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상승분을 반영한 임금에

서 평균임금을 제외한 수익을 전자교육에 투입되는 초기, 고

정, 가변, 분할 비용의 총합으로 나눈 것이 교육투자수익률이

된다.

그림 2. 분석모형
Fig. 2. The ROI analysis model

이 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우선 연구대상 전자교육프로그램

의 분석을 통해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의 인적자본 영역을살

펴보고 교육훈련 참여대상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전자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

하고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수익과 비용을 산

출하였다. 이 때 수익과 비용을 위해 수집된 자료들은 모두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하였고 산출된 수익과 비용으로 전자교

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수익률을 산출하였다. 분석 절차를 도

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전자교육프로그램교육투자수익률분석절차
Fig. 3. The ROI analysis process for the e-learning

program

IV. 결과 및 논의

1. 전자교육프로그램의 수익 분석

1.1 교육훈련 전후 인적자본 비교 분석

우선 전자교육프로그램의 수익 분석을 위하여 프로그램 실

시 전과 후의 7가지 인적자본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

음 <표 2>와 <그림 4>와 같다.

표 2. 전자교육프로그램의 7가지인적자본측정결과
Table 2. Results of 7 item measurement of human capital

in the e-learning program

그림 4. 전자교육프로그램사전-사후진단결과
Fig. 4. Results of pre-and post measurement of human

capital in the e-learning program

여기서보는바와같이전자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기전보다

실시한후의측정결과가 7가지영역에서모두상승하였는데특

히 역사이해도와 기업정신이해도 영역의 상승폭이 컸다. 전체

교육훈련참여자들의 인적자본은 평균 15.6% 상승하였다.

1.2 교육훈련 대상자 대푯값의 임금 분석

전체 교육훈련 대상자의 임금분석을 위해서 전자교육프로

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직급별 평균 임금표를 토대로 집단

특성을 나타내는 대푯값[28]의 임금을 분석하였다. 즉 교육

훈련 대상자의 대푯값인 34세의 추정 임금을 기준으로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지속기간 10년 동안 임금의 변화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임금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치교육훈련프로

그램의 실시 결과 인적자본이 평균 15.6% 상승한 것이 그대

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때 교육훈련 후 인적자본 평

균 상승률 15.6%를 임금에 반영한 값에서 평균 임금액을 뺀

값이순수한 기업의 수익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분석대상자의

대푯값인 34세 평균 임금과 인적자본 상승분에 따른 임금을

분류하고 평균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지속기간 10년 동안의 회

사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회사의 수익을 산출하면 <표

3>과 같다. 이 때 할인율은 평균 시장이자율인 5%가 적용되

었다. 분석대상자의 대푯값의 추정임금을 토대로 추정한 가치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회사 수익 증가분은 구성원 1

인당 연간 약 6,0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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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대상자대푯값의추정임금과인적자본상승분반영임금
차이에따른회사수익

Table 3. The company benefits based on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d wage of representative
value and the increased value of human capital

<표 3>에서제시된대푯값 34세의추정임금과인적자본상승

분반영임금을연령-소득종단면도로나타내면다음 <그림 5>

와 같다.

그림 5. 대푯값연령-소득종단면도(할인율미적용)
Fig. 5. The longitudinal section of representative age-wage

결국 회사는 대푯값의 추정 임금과 인적자본 상승분

(15.6%)이 반영된 임금과의 차이에서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회사의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볼 수

있으며 분석대상자의 평균 연령(34세)에서 퇴직 연령(61세)

까지 27년 동안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교육훈련담당자와의 면담결과 10년으로 가정하였으므

로 대푯값의 10년 동안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하

면 구성원 1인당 약 6,000만원이며 분석 대상 96명에 대한

총수익을 계산하면 약 57억의 수익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회

사는 이와 같은 가치교육훈련이면서 특수 교육훈련의 성격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가로

개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소득보다 적게 소비함으로써 교육훈

련의 투자비용을 회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교육훈련프로그램의사전-사후검사결과와개인의추

정임금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학습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회

사의 수익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전체교육훈련대상자연령-회사수익상관관계
Fig.6. Correlation between participants ages and company

benefits

교육훈련 사전-사후 인적자본 향상도 측정 결과와 교육훈

련 실시 전과 후의 추정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을

통한 회사의 수익은 대상자의 근무 지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퇴직연령(61세)까지

회사에 근속한다고 가정할 때 근속기간이길수록회사의 수익

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근속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교

육훈련을 통한 회사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 연구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과 같은 특

수 현직교육훈련프로그램을 퇴직연령까지 근속기간이 짧은

상위 직급보다는앞으로의 근속기간이긴하위 직급의 직원들

에게 더 많이 제공하려 할 것이다.

2. 전자교육프로그램의 비용 분석

연구대상 전자교육프로그램의 비용 분석 시 사내 고유 업

무를 위하여 사전에 구축된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전산장비등

에 소요된 비용은 전자교육프로그램을 위한 투자비용에 포함

되지 않았다. 즉 전체 전자교육훈련을 위해 구축한 비용 중에

서 이 전자교육프로그램만을 위해 사용한 학습관리시스템

(LMS) 구축비용, 프로그램 개발비용, 하드웨어나 소프트웨

어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학습

운영비만을 투자비용에 편입하였다. 자세한 투자비용 내역은

<표 4>와 같다.

연구대상 전자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순수하게 투자된

비용은 교육훈련기간이 1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학습운영비와

전달비를 포함하는 가변비용은 월 기준으로 약 16,49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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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산출하였고 학습관리시스템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

프라 구축비용은 교육훈련이 1년에 1회 실시된다는 점을 고

려해서 1년 기준으로 11,586,785원을 산출하였다. 연구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위해서만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담당자의 면담을 통해재확인 절차를 거쳤다. 결과적으로

이 전자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만 투자된 전체 비용은 초기비

용 152,660,852원과 매년 소요되는 비용 44,318,463원이

었다.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 중 전자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내

역을 예시로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4. 전자교육프로그램투자비용내역
Table 4. The cost of the e-learning program

표 5. 전자교육프로그램개발비내역
Table 5. The development cost of the e-learning

program

3.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연구대상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을 위

해 <표 6>과 같이 회사차원에서의 수익과 비용 항목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통해 수익 및 비용에 대한 값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수익산출을 위하여 전자교육프로그램의 인적자본 측

정 결과와 직급별 평균 임금 자료를 분석하였고,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세부 비용내역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때 금전적

가치로 전환이 어려운 무형의 수익과 비용은 제외되었다.

구분 수익항목 비용항목

분석

대상

인적자본상승분

반영임금, 추정임금

초기비용, 고정비용,

가변비용, 분할비용

분석

자료

교육실시후인적자본

향상도

분석대상자대푯값

임금자료

시스템구축, 프로그램개발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인프라

운영비

학습운영비및전달비

시스템, 인프라구축비연도별

분할금액

표 6. 수익과비용항목및분석자료
Table 6. The items and materials for analysis of

benefits and cost

<표 6>에서제시한기준에따라수익과비용을산출하고산

출된수익과비용의값을기준으로ROI값을산출하면<표 7>과

같다.

표 7. 전자교육프로그램수익, 비용, ROI 분석결과
Table 7. Results of benefits, cost, and ROI analysis of

thee-learning program

연구대상 전자교육프로그램의 ROI 값이 프로그램 실행 1

년 후 304%로 나타났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1원을 투자했을

때 3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대상 전자교육프로그램은 교육훈련 실시 1년 후 투자대

비 약 3배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므로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으

로 기업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투자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지속기간 10년까지는 교육투자

수익률이 1126%까지 증가하지만 그 이후 프로그램의 유효

성이 상실됨에 따라 투자수익률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즉 교

육훈련프로그램의 지속기간 이후에는 회사의 내부적 또는 외

부적인 환경의 변화와 추세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 수정되거

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가령 교육훈련프로그램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기업의 가치나 비전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하거나

교육을 받는 학습자의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동일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대상

이 변화됨에 따라 해당 학습자의 특성이 고려되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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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되면서 기업교육 현장

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인 집합교육훈련을 대신하

여 전자교육훈련과 같은 새로운 교육방식이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교육훈련이 집합교육훈련보다 투자 결과를 산출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투입에 따

른 효과 역시객관적으로 측정해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

제 기업에서 교육투자수익률 분석을 위한 수익과 비용을 직접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

는 Phillips ROI 절차모형을 토대로 하였으나 수익과 비용

산출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모형을 고안하고

이에 따라 하나의 특정 기업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수

익률을 실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교육프로그램의 투자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한 수

익 항목은 교육훈련 전후 인적자본의 향상도 측정 결과 인적

자본의 상승분을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함으

로써 산출할 수 있다. 즉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하는 과정에

서 수익부분을 주관적인 자료, 예를 들면 직원 사기 변화 또

는 직원 갈등 감소와 같은 자료는 금전적인 가치로 전환하기

어렵기[32] 때문에 교육훈련 효과의 결과로 생산성 향상을

개인 임금의 상승과 연계함으로써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여 수

익 항목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전자교육프로그램의 투자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한 비

용 항목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투자된 초기비용, 고정

비용, 가변비용, 분할비용으로 분류하여 산출할 수 있다. 비

용을 파악하는 것이 수익을 금액가치로 산정하는 것보다는 상

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비용관련 수치는 정확성, 신

뢰성, 현실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32]. 또한 비용구조를 분석할 때 고정비

와 가변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2, 19]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산출된 비용은 고정비와 가변비를 구분하여 전자

교육프로그램만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출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수익과 비용으로 교육훈련 후

첫 해의 교육투자수익률과 프로그램의 지속기간 동안의 교육

투자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회사는 전

자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교육

훈련프로그램에투자한비용대비어느정도의수익률을창출했

는지를검증할수있다. 이때프로그램의지속기간을고려하더

라도 회사의 가치기준 또는 추세의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전자교육프로그램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하

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을 중시하는 기업에 있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정 회사의 전자교육프로그램 교육투자

수익률을 산출하는 방법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이 연구는

전자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모든 기업의 다양한 전자교육

프로그램의 투자수익률을 규명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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