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서  론

신임소방공무원 교육은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한 직후 실

시되며, 12주 이상 기간 동안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

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은 크게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이론교육은 소방행

정, 예방행정, 방호행정, 구조구급행정, 재난관리 등을 다루

고, 현장교육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의료 등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훈련 내용은 공직관 확립 및 조

직생활, 인성교육, 소양 등의 기초역량과 업무수행에 필요

한 기초 지식 및 기술 습득 등 직무역량에 대한 것이다. 그

리고 기본적 임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것은 현장교육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임교육훈련은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목표달

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조직의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즉,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은 소방공무

원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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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효과가 현업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은 극히 미미한 상

태이며,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직무만

족에 따른 현업적용의 실증적 검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신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등이 재난현장과 소방행정 집행의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특성과 학습성과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과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와 학습자특성이 현업적용도에 유의미한 영향(P < 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Existing verification research for how effectively the educational training of new fire officers has been applied to actual 

fieldwork is extremely insignificant. This is because only a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verified job implementation 

according to job satisfaction, which is believ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various aspects such as learner traits, 

educational programs, and learning outcome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empirical investigation regarding the 

effects of learner traits, educational programs, and learning outcomes on disaster scenes and the job implementation of fire 

administration on new fire officer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educational training 

of new fire officers on job implementation. It has been identified that learner traits and learning outcomes have an effect 

on job satisfaction. Accordingly, job satisfaction, educational programs, learning outcomes, and learner traits have a 

significant effect (P < 0.05) on job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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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공직 

외부로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자신이 근무하게 될 조직

의 문화와 규범, 윤리 그리고 특성에 대한 사전안내 교육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사전 교육훈련은 조직에 대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교육훈련은 투자의 규모 보다는 투자의 효율성이 강조

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성과가 실제 업무현

장에서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에 대한 현업적용도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2). 교육 투자의 효과성은 교육훈련을 통

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직무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

나 많은 경우 교육훈련의 현업적용 효과성은 높지 않다(3). 

국내의 경우도 동일해서 Park(4)의 연구결과 제시된 국내 교

육훈련의 현업적용도는 역시 낮은 수준이다.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경우, 선행연구들은 교육훈련 

전이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제시하거나(5), 신임소방공무원

의 교육훈련 만족도를 보고(6)하는 등 교육훈련의 현업적용

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를 제시하기 보다는 정책

적 제언에 머무르고 있다.

실질적인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현업에서 얼마

나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며, 오늘날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주장

되는 직무만족에 따른 현업적용의 실증적 검증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신임소방공무원을 대

상으로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등이 재난현

장과 소방행정 집행의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학습자의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가 현업

적용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원 연수

의 현업적용도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연구를 연구한 

Park과 Kim(7)은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

발적 참여 동기, 프로그램 특성, 학습성과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프로그램 특성은 현업적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지만 자발적 참여동기와 

학습성과는 현업적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요

인으로 분석되었다.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Chae와 Go(6)는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

환경, 교육내용, 교수, 교수-교육생 관계, 교육생 동료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교수,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수-교육생관계, 교육생 동료관계가 교육만족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직무 교육훈련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Lim(8)은 교육 및 생활시설 편의성, 외래강사의 전문

성, 교수요원의 전문성, 교육내용의 실무활용 가능성, 교육

생의 자존감 등이 현업적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의 

능력이 현업적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

석되었다. 직급에 따른 조절효과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

사의 능력이 교육설계요인이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칠 때 

직급의 조절효과가 존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전이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

구를 수행한 Lee와 Hwang(5)은 개인적 특성, 교육훈련설계 

요인, 조직환경 요인이 교육훈련의 전이 영향요인을 분석

하였다. 첫째, 개인적 특성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무특

성, 학습동기, 학습기대, 둘째, 교육훈련설계 요인으로 교육

훈련 내용, 교육훈련 유형, 강사의 자질, 셋째, 조직환경 요

인으로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조직의 지원 등을 연구

하였다. 연구의 결과 학습기대, 교육훈련 내용, 동료와 조

직 지원이 교육훈련의 전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분석되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법의 모방과 동형화 연구를 수행

한 Kim(9)는 공무원 교육훈련 기법 변화의 원인을 모방과 

동형화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교

육과정 만족도로는 교육과정 이수경험, 교육과정별 차원과 

종합만족도, 개발원이 가진 혁신교육과정의 차별성, 둘째, 

타 교육기관 만족도로는 타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경험, 

교육과정별 차원과 종합만족도, 본 교육기관과 타 교육기

관의 비교평가, 셋째, 교육요구로는 역량과 직무에 따른 필

요 교육과정, 신규개설 교육과정 선호도 조사 등이고, 넷

째, 기타 내용으로는 교육기여도 및 개선사항 등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가 교육훈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심

으로 정리하겠다.

 

2.2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훈련이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학습능력과 자기 효능감, 교육훈련에 대한 기대, 직무태도, 

직무만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Park과 Jun(10)

은 Baldwin과 Ford(11)의 현업적용 모형에 근거하여 교육훈

련 전이의 영향요인을 학습자 개인적 특성, 작업환경 특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의 세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다.

학습자 특성 변수는 학습 전이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개인 특성과 관련된 요인이다.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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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지적 능력보다는 동기나 태도와 관련된 변수들이 보

다 많이 제시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동기, 자기

효능감, 성취욕구, 과정에 대한 성과기대, 학습자의 경력계

획, 학습자가 인식하는 통제의 소재, 학습에 대한 준비도, 

전이동기 등이 포함되었다(10).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특성 요인들과 별개로 Rynes과 

Rosen(12)은 교육훈련 성공의 결정요인 가운데 한 가지는 교

육훈련 참여가 자발적(Voluntary)인지 아니면 의무적

(Mandatory)인지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Russ-Eft(13)도 교육

훈련 전이를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교육훈련 시행 이전 

단계에서 자발적 대 비자발적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교육훈련에 참여하게 

되는 자발적 참여 여부에 따라 교육훈련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연구(14)에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교육훈련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연구(12)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했을 

때 보다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와 내용은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훈련 프

로그램, 학습성과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이다. 

Baldwin과 Ford(3)의 모형에서 교육훈련 설계는 학습에 

직접적인 전이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이 현업적용

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교육

훈련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육내용과 업무, 직무환경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와 현장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설계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밖에 강사의 자질

과 능력, 강의스킬, 피드백 등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강사의 능력(15), 교육훈련의 내용의 적절성(16)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방식과 기법, 

학습 성과와 전이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17),(18).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특성의 하위 요인들이 

보여 주듯 대부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설계, 

교육훈련 내용, 강사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성의 

효과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근대적인 교육관의 변화와 학습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학교를 비롯하여 사회교육, 성인교육, 기업 교육 등

으로 학습공동체의 개념이 확산되고, 최근 학교 교육에 있

어서도 교사학습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3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학자들마다 

중복되는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국외의 여러 학자들

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Fournet 등(19)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의 영향을 개인특성

과 직무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 특성에 해당하는 요

인은 나이, 교육수준과 지능, 성별 등을 제시하였고, 직무

특성으로는 조직관리 방법, 사회적인 작업환경, 의사소통, 

직무의 단조로움, 상사의 감독유형, 안정성, 임금수준 등을 

가리켰다.

Locke(20)는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직무요인(Events)과 인

간요인(Agents)으로 구분하였다. 직무요인으로는 직무, 임

금, 승진, 인정, 복지, 작업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인적요인

으로는 감독, 동료관계, 그리고 회사와 관리정책을 제시하

였다.

Reynolds과 Shister(21)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공정한 대우, 동료와의 관계, 직무독립성, 직무관심, 직

무의 물리적 특성, 임금, 고용안정 등 일곱 가지로 구분하

였다. Ash(1954)(22)는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했는데, 통합

적 인성, 보상, 효율적 관리, 직속상사, 전반적 직무만족 그

리고 동료와의 관계 등이다.

Herzberg, Mausne, Peterson과 Capwell(23)은 여섯 가지 상

호 독립적인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전반적 만족과 사기, 회

사와 회사정책에 대한 태도, 직무에 대한 내재적 만족, 직

속상사에 대한 태도, 희망(포부)에 대한 만족, 그리고 현재 

직무조건에 대한 만족 등이다. Smith, Kendall과 Hulin(24)은 

직무자체, 임금, 승진, 감독 그리고 동료관계 등의 다섯 가

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Ling(25)은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급여, 위세와 

지위, 고용안정, 인정, 소속감, 그리고 창의성 등 6가지 요

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급여에 대한 만족

도는 급여수준이 실제 근로자가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여부에 달려 있으며, 위세와 지위의 차이는 

조직에 기여하는 정도와 직무상 기능으로 구분된다고 하였

다. 고용안정과 인정은 승진기회와 연계되며, 창의성은 예

술가로서의 창의성과는 달리 자신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Herzberg, Mausne, Peterson과 Capwell(23)는 다수의 연구결

과 직무만족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며, 승진

기회, 조직에 대한 태도, 급여, 직무자체, 감독, 직무의 사회

적 측면, 의사소통, 물리적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복리후생 

순으로 직무만족 구성요인을 결론지었다.

한편, Cranny, Smith과 Stone(26)은 직무만족의 다섯 요인

을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내재적 요인으로 직무자체가 제시

되었고, 외재적 요인으로 급여, 승진, 동료, 감독 등을 제시

하고 있다.

Schuler(27)는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개인 차원과 조직 차

원으로 분류하여 개인차원에는 가치와 욕구, 경험과 능력, 

개성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조직차원에는 리더십, 직무

성격, 역할성격, 조직구조, 개인상호 간의 환경, 작업환경 

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Barber(28)는 직무만족 영향요인을 직무 내적요인으로 직

무자체, 성취감, 도전욕구, 책임감, 안정성, 승진을 주장하

였고, 직무 외적요인으로 조직, 직무안정도, 임금수준,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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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계, 동료관계, 작업조건 등으로 분류하였다.

3. 연구의 설계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 논의, 직

무만족과 교육훈련의 현업적용도에 근거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Figure 1).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모형에서 

주로 논의 되는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설

정하는데 토대로 삼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이러한 주요 요

소들을 종합하여 변수를 선정하고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학습자 특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성과 등이 

교육훈련의 현업적용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무만족이 교육훈련의 현업적

용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자 특성의 변수는 학습

동기, 자기 효능감, 학습능력 등으로 구성 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변수는 교육훈련 설계, 교육내용, 강사와 교육

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학습성과의 변수는 학습목

표달성, 학습내용 습득, 학습과정 만족 등으로 구성하였다.

3.2 변수의 선정

3.2.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독립변수가 변화하면 그 영향을 받은 결과

로 변화하는 변수를 말한다(29).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현업에 적용되는 정도로 현업적

용도로 선정하였다. 현업적용도는 학습자가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직무에 적용하는 정도를 말한다(30). 즉, 현업적용도

는 직무교육훈련 참가자가 교육훈련에서 배운 것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나타나는 행동상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다(31). Baldwin과 Ford(3)는 현업적용이란 학습자가 교육훈련

을 통해 학습한 지식이나 기술을 현업에 복귀하여 적용하

는 것으로 이해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된 것을 실제 업

무에 적용시키는 일반화와 변화된 행동을 현업에서 계속 

사용하는 유지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업적용

도는 교육훈련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소방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과 실제 현업에 적용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3.2.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의 변환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추정

된 변수를 말한다. 즉, 논리상 변수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정되는 변수이다(29).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학습자특성,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이다. 첫째, 학습자 특성은 학습자

의 개인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들은 정보를 처리하고 

의미를 구성하며,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지식, 태도, 선호도를 가진다(32). 둘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과 운용이 교

육훈련의 목표인 신임소방공무원의 기본 마인드 함양과 직

무역량 향상을 적절히 반영함을 의미한다. 교육훈련 프로

그램은 교육훈련이 리듬 있게 설계되어야 하고, 교육내용

이 역동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성과는 교육훈련

을 실시한 이후에는 교육훈련 설계 시 의도했던 목표가 얼

마나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정 

및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3.2.3 매개변수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에서 독립변수

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말한다. 

복잡한 사회현실을 살펴보면 어떤 변수는 그에 선행하는 

다른 변수의 결과이며, 동시에 다음에 나타나는 변수의 원

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현상에서의 인과적 관계는 끊임없

는 인과적 고리로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29).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신임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으로 선정하였다.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된 매개변수는 신

임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을 사용한다.

Figure 1. Analysis framework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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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사설계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신

임소방공무원으로서 총 35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대상은 

중앙소방학교와 충청소방학교에서 시행한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5년 미만 근속기간의 신임소방공

무원이다. 회수된 설문지는 290명(82.85%)이나, 5명의 설문

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종 285부를 표본으로 결정

하였다. 또한 설문 회수 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충청남도 

소방서를 방문하여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조

사와 직무만족, 현업적용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3.0 

for Windows와 AMO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 자료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이 현업적용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

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둘째, 신임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3)의 방법을 이용 3단계 회

귀분석을 통하여 상호연관성을 파악하였다.

4. 현업적용도의 영향요인 실증분석

4.1 인구사회학적 배경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참여한 신임소방공무원의 

구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다른 변수의 요인 간 관계를 유추

하기 위하여 인구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임소방공무원의 성별, 나이, 재직기간, 학력, 

직무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Table 1).

성별의 구성은 남성이 181명(63.5%) 여성이 104명(36.5%)

으로 남성 소방공무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

이는 20대가 216명(75.8%), 30대가 67명(23.5%), 40대 이상

이 2명(0.7%)로 20대 연령대의 소방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이 185

명(64.9%), 2∼3년 미만이 87명(30.5%), 4∼5년 미만이 13명

(4.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을 살펴보면 4년제 졸업

이 140명49.1%), 전문대 졸업이 133명(46.7%), 고등학교 졸

업 이하가 12명(4.2%)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는 구급이 174

명(61.1%), 화재진압이 67명(23.5%), 운전이 24명(8.4%), 구조

가 13명(4.6%), 행정이 7명(2.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4.2 영향요인 분석

4.2.1 모형적합도 검증

일반적으로 모형의 부합정도는 x2 값에 의해 평가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은 포화모형이므로 x2=0으로 나

타나 부합도는 완전 부합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 GFI는 0.9 이상일 때 좋은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모형의 1.000은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상대적 적합도 지수를 나타내는 NFI, CFI 값은 좋

은 모형의 기준이 되는 0.9, 0.95값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

다(34)(Table 2).

4.2.2 현업적용도 영향요인 분석

학습자특성과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가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요인 중 학습자특성(β = .303, p < .001)과 학습성

과(β= .653, p < .001)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직무만족(β = .119, p < .05)과 교육프로그램(β = .289, p < 

Index Classification Respondents Percentage (%)

Sex
① Men   

② Women    

181

104

63.5

36.5

Age

① 20 s

② 30 s

③ Above 40 s

216

67

2

75.8

23.5

.7

Working Experience Period 

in Fire Station

① Less than 1 years 

② 2 to 3 years 

③ 4 to 5 years 

185

87

13

64.9

30.5

4.6

Academic Ability

① Below high school

② College

③ Over University

12

133

140

4.2

46.7

49.1

Job Type

① Administration

② Fire extinguishing

③ Driving

④ EMT

⑤ Rescue

  Total

7

67

24

174

13

285

2.5

23.5

8.4

61.1

4.6

100

Table 1. Demographic Background of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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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습성과(β = .577, p < .001)와 학습자특성(β = -.104, 

p < .05)이 현업적용도에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특

성은 현업적용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3).

첫째, 학습자 특성이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임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있어 

학습자 특성 즉, 학습동기, 자기 효능감, 학습능력 등을 강

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습동기, 자기 효

능감, 학습능력이 강화되면 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 현장의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학습성과가 직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임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있어 

학습성과 즉, 학습목표 달성, 학습내용 습득, 학습성과 달

성 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습목

표 달성, 학습내용 습득, 학습성과 달성 등이 강화되면 교

육훈련 과정 수료 후 현장의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직무만족이 현업적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현업적용도

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에서의 성취감, 직장에서의 성장 발전, 직무상 능력 

발휘, 일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 인정 등이 강화되면 현업

적용도가 높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넷째, 교육 프로그램이 현업적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임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있어 교육 프로그램 즉, 교육훈련 설계, 교육내용, 강사와 

교육방법 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육훈련 설계, 교육내용, 강사와 교육방법 등이 강화되면 

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 현장의 현업적용도가 높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성과가 현업적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임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있어 

학습성과 즉, 학습목표 달성, 학습내용 습득, 학습성과 달

성 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습목

표 달성, 학습내용 습득, 학습성과 달성 등이 강화되면 교

육훈련 과정 수료 후 현장의 현업적용도가 높다는 것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섯째, 학습자 특성이 현업적용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임소방공무원 교육과정에 

있어 학습자 특성 즉, 학습동기, 자기 효능감, 학습능력 등

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학습동기, 자

기 효능감, 학습능력 등이 강화되면 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 

현장의 현업적용도가 높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3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

랩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핑 검증에서 매개효과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지 확인하면 된다.

학습자 특성이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칠 때 직무만족

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습자특성이 현업적용도로 향하는 

직접효과(B = -.104, p < .05)와 간접효과(B = .036, p < .05)

는 유의하였으나, 총효과(B = -.068, n.s.)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즉 매개효과가 없었다.

교육프로그램이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칠 때 직무만족

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습자특성이 현업적용도로 향하는 

직접효과(B = .289, n.s.)와 간접효과(B = -.027, n.s.), 총효과

(B = .262, n.s.)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매개

CMIN CMIN/DF RMR RMSEA GFI IFI AGFI TLI CFI NFI

.000 .000 .000 .415 1.000 1.000 - - 1.000 1.000

Table 2. Model Fit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β S.E. C.R. P

Learner Properties → Job Satisfaction .351 .303 .075 4.694 ***

Educational Program → Job Satisfaction -.296 -.226 .181 -1.636 .102

Learning Outcomes → Job Satisfaction .587 .653 .139 4.231 ***

Job Satisfaction → Practical Application .143 .119 .056 2.540 .011

Educational Program → Practical Application .458 .289 .161 2.848 .004

Learning Outcomes → Practical Application .626 .577 .130 4.824 ***

Learner Properties → Practical Application -.145 -.104 .065 -2.229 .026

*p < .05, **p < .01, ***p < .001.

Table 3. Practical Application Path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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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없었다. 

학습성과가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칠 때 직무만족이 매

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핑 검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학습자특성이 현업적용도로 향하는 직접

효과(B = .577, p < .01)와 간접효과(B = .077, p < .05)는 유의

하였고, 총효과(B = .654,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매개효과가 있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둘 

다 유의하였으므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성과와 현업적용도의 사이에서 학습성과의 결과인 

동시에 현업적용도의 원인이 되는 매개변수가 직무만족이

다. 독립변수인 학습성과와 매개변수인 직무만족, 그리고 

종속변수인 현업적용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학습성과(X) → 직무만족(I) → 현업적용도(Y)>

4.4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 특성, 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

가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특성이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β = -0.104, p < 0.05)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ldwin과 Ford(3)와 Rynes과 

Rosen(13)의 연구와 같이 학습자 특성, 즉 학습동기, 자기 효

능감, 학습능력 등이 현업적용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

할 수 있으며, 향후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설계에 

있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교육훈련과정이 설

계와 운영된다면 현업적용도 향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변

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이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β = -0.289, p < 0.01)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ramley(35)와 Alliger 등(36)의 연구

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 즉 교육훈련 설계, 교육내용, 강사

와 교육방법 등이 현업적용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현장감 있는 교육내

용과 실무와 관련 있게 설계되어야 하고, 강의가 논리적, 

체계적인 전개가 되어야 한다(Table 4).

셋째, 학습성과는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β = 0.577, p < 0.01)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Holton(16)과 Ha(18)의 연구와 같이 학습

성과, 즉 학습목표 달성, 학습내용 습득, 학습과정 만족 등

이 현업적용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임소

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료 후 현업적용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사명

감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Table 4).

넷째, 학습자 특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분석결과(β = 0.303, p < 0.01)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특성, 즉 학습동기, 자기 효

능감, 학습능력 등이 직무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관심, 교육훈련 이수 자신감, 교육훈련 과정 이수능력, 체

력적 준비성 등이 갖추어 졌다면 교육훈련 수료 후 직무만

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Table 4).

다섯째, 학습성과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β = 0.653, p < 0.01)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목표 달성, 학습내용 습득, 학습

과정 만족 등이 직무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

다.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이 신임교육과정의 목표

를 달성정도, 소방공무원의 기본소양 형성, 소방공무원의 

사명감 형성, 교과내용의 습득이 소방관으로 출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교육훈련 수료 후 직무만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여섯째, 직무만족이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분석결과(β = 0.119, p < 0.05)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취감, 직장에서의 성

장 발전, 직무상 능력 발휘, 일에 대한 자부심, 사회적 인정 

등 직무만족 요인이 교육훈련 수료 후 현업적용도를 강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5. 결  론

최근 교육훈련은 투자의 규모 보다는 투자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성과가 실제 업

무현장에서 얼마나 잘 드러나느냐에 대한 현업적용도의 중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Learner Properties → Practical Application -.104* .036* -.068

Job Satisfaction → Practical Application .119* - .119*

Educational Program → Practical Application .289 -.027 .262

Job Satisfaction → Practical Application .119* - .119*

Learner Properties → Practical Application .577** .077* .654**

Job Satisfaction → Practical Application .119* - .119*

*p < .05, **p < .01.

Table 4.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on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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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신임소방공무원에 대한 현

업적용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

구는 신임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업적용도에 관한 연구

를 실증적으로 수행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며, 특히 신임소

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분야에 적용할만한 교육프로그램 제

시와 학습자의 동기부여, 자기 효능감, 학습능력과 학습성

과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임소방공무원의 현업적용도 향상

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은 중앙소방학교와 

각 지방소방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임소방공무원 교육

훈련과정에서 학습자의 특성(β = -.104, p < .05)이 현업적

용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입교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일부 소방학교에서는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

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방학교에

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학습동기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심을 갖게 하

며, 교육훈련을 통한 변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한 소방관련 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으로 학습동기에 필요

한 내용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는 신임소방공무원 교육

훈련과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교육 프로그램(β = .289, p < .01)이 현업

적용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신임소방공무

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는 실무와 매우 관련 있게 설계

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숙달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설계되어

야 하고 신임소방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으

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 중 강사와 교육방법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소방학교 교수는 강의준비를 충실

하게 준비하여 강의를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방법은 Keller(37)의 동기설계이론에 따라 강

의를 통해 교육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여주는 방법을 선택해

야 한다. 주의집중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학습에 대

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학습경험에 대한 자극과 재미

의 요소를 고려한다.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필요와 학습경

험에 대한 가치를 학습자입장에서 최대한 높여주는 관련성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참여동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학습전개 시 학습자와 관련성이 강조되어

야 한다. 학습자들이 그들의 학습경험에 만족하고, 계속적

으로 학습하려는 욕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에 대

한 만족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의 노력결과가 

그의 기대와 일치하고 학습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

면 동기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방

공무원 교육훈련 특성상 신체를 이용하여 야외에서 이루어

지는 교육훈련이 많아 사소한 부상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가입 등 치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체합숙 생활 특성상 감염병

에 노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교육과 교육생 위생관

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한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교육생의 학업성취도

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평가는 교육생의 학업성취도를 포

함하여 지능, 적성, 인성, 흥미, 근면성, 도덕성 등 다양한 

행동발달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뿐만아니라 교육의 

과정과 성과에 관한 평가결과를 통하여 교수 프로그램, 교

육과정, 교수방법 등의 효과와 가치 등을 판단하는 과정까

지 포함되어야 한다(38).

다섯째,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입교한 교육생

은 처음으로 소방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수행하기 때문에 낯

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직원 전체가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하고, 낯선 환경에 적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교직원은 교육생이 

처한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교육생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할 경우 성공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생과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교육생이 처한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생이 주위 

환경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체로 교육생은 주위 환경에 대해 다양한 체험의 자료로 

사용하면서 지식의 폭을 넓히고 이해의 지평을 확장해 간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생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38).

끝으로 본 연구는 소방학교에서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

훈련의 내용이 임용 후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으로써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설펴보았다. 그러나 추후 소방학교에서의 신임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안내, 교육훈련설계, 강사와 교육방

법, 행정지원, 교육환경 등 교육훈련에 대한 다양한 변수와 

연구대상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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