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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에서 현직교육훈련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현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업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구성원들이 어떤 이유에서 현직교육훈련을 선택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관점에서 현직교육훈련 참여동기

요인을 찾아보고, 현직교육훈련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현직교육훈련 유형

및 통합적인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구성원들이 현직교육훈련 참여강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OJET 유형 요인, 담당업무 요인, OJET 참여이유 요인,

기업환경 요인 그리고 개인특성 요인들이 이에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

를 기초로 해서, 본 논문은 기업차원에서 현직교육훈련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

책적, 제도적 모색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HRD, 현직교육훈련, 직무특성이론, 인적자본이론, 참여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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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HRD(Human Resource Develop-

ment) 개발과정은 이미 축적된 인적

자원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적자원의 개발

과 이미 활용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적자원 개발 및 향상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인재육성의 방식은 교육훈

련(Training & Development)의 의미

로 활용되어 왔으며 HRD가 곧 교육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산업시대에는 양과 규모의 시대

로서 원리⋅원칙적이고 순응적인 인

재를 요구했으며 경영환경의 변화가

최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에 타율적인 교육훈련의 방식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지식정

보화사회, 디지털사회, 국제화사회 그

리고 창의적 사회에 따라 그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송영수, 2000). 즉, 기

업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스피드와 적응력 배양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대응 능력은 학습조직의

구축을 의미하며 결국 조직의 학습능

력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HRD 초점은 조직

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이

었다. 이것은 조직을 진단하고 교육적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식경영(Knowledge Ma-

nagement) 및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구축 등 범위가 확대되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력개발

(Career Development)의 의미로써는

과거에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재(Generalist)를 중

시해 왔으나, 현재에는 구체적인 전문

성을 지닌 인재(Specialist)가 중시되

고 있다. 더욱이 향후에는 한 분야의

전문성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Multi-

professional) 육성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급격한 기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많은 기업들의 HRD

수준격차는 경영환영 변화의 속도와

규모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천영희, 2000).

현재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재직자

훈련참여율을 살펴보면, 소규모(30인

∼40인)인 경우에는 조사결과 1999년

3.8%에서 2002년 3.4%, 중규모(100인

∼149인) 1999년 8.5%에서 2002년

7.7%, 그리고 대규모(500인∼999인)는

1999년 29.5%에서 2002년 26.1%로

매년 훈련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

정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04). 또한

대한상공회의소(2008)1)와 노동부

1) 선진국(EU 15개국 대상)과 노동비용대비 교육훈련비 비중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1.5%~2.7%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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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

업들은 현직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적고 그나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박상욱, 2010). 물론, 기업과 정부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만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기업 현직교육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지식과 기술을 축적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 지각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현직교육훈련의 참여와 제도

적 인프라 그리고 사회적 관심 등의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현직교육훈

련의 내용적 불균형, 관리체계의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교육인적

자원부, 2000b). 또한 현직교육훈련의

기업 및 정부의 정책체계와 관리체계

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상존하

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이원덕, 2001).

이처럼 기업 현직교육훈련에 대한

효과적인 내용구성 및 효율적 관리방

안의 고찰이 필요하다. 즉, 과거에는

현직교육훈련에의 개인이나 단체의

참여 동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참여주

체 및 활동영역의 다양화가 이루어짐

에 따라 체계적인 내용 구성 및 관리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직교육훈련에 참여하고자 하

는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참여 동기,

경험 그리고 능력 등에 부합하는 활

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직교육훈련

을 통한 자기계발에의 보람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충족이 미

흡할 경우,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

지가 약해져 현직교육훈련을 통해 얻

고자 하는 기업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 따라

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현직교육훈련의 효과를 이

룰 수 있는 관리 기능 및 다양한 내

용이 중요하다(Kirkpatrick, 2008). 이

러한 현직교육훈련의 관리 기능 및

내용구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

서 기업 현직교육훈련 활동의 참여강

도와 만족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크먼(J. R. Hackman)과 올드햄

(G. Oldham)의 직무특성이론(job

characteristics theory)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개인의 성장 욕구 수준이

직무 특성과 심리 상태, 심리 상태와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그들

은 어떤 직무가 갖는 잠재적 동기지

수(MPS: motivating potential score)

에는 기술다양성(skill variety), 직무

정체성(task identity), 직무중요성

(task significance), 자율성

(autonomy) 그리고 피드백(feedback)

비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24%~65.4%수준에 머물러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8).

2)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보고서(2008)’에 따르면, 1998년 이후 10년 동안 총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 비중은 평균 2%를 밑돌고 있으며, 2007년에는 그 비중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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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섯 가지 직무 특성이 영향을 미

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잠재적 동기지

수를 현직교육훈련에 적용시켜보면,

현직교육훈련 수준과 성격은 현직교

육훈련에의 참여강도에 긍정 혹은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직교

육훈련의 내용에 따라서도 현직교육

훈련에의 참여강도에 차별적으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김성종,

엄성호, 2002).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현직교육훈련 특성 요

인들은 구성원이 이의 활동에의 참여

강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

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직교육훈련 특성 요인들

과 이의 참여강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대

부분의 기존연구는 현직교육훈련의

동기요인,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구

혜영, 2012; 김상욱 외, 2005)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들은 담당업무

요인(연구개발, 영업서비스, 관리 등)

에 초점을 두고 현직교육훈련의 동기

여부 혹은 만족도에 관한 정보제공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현직교육훈련의

참여이유 요인(직무능력 향상, 노동생

산성 향상 등)을 모형에 기입하지 못

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직교육훈련의 체계 및

직무특성에 관한 설계에 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직교육훈련 활동 참여

를 촉진할 수 있는 이의 프로그램 개

발과 구축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기업환

경요인(자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유무,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 등)과 개인특성요인 그리고 담

당업무요인(연구개발업무, 영업서비

스, 관리 등)을 고려하면서 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Bussel & Forbes,

2002). 또한 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

들의 다양한 직무특성과 인력구조 형

태 및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현직교육훈

련에의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다면, 이의 참여강도를 높이는데

많은 정보를 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파악해 보지 않

은 변인을 모형에 포함시키면서 현직

교육훈련의 직무설계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기존 연구

들의 현직교육훈련과 관련된 한계점

을 개선하면서, 대규모 회사 표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HRD관점에서 기

업 현직교육훈련 유형이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자본이론3)과 직무특성이

론4)을 근간으로 기업 현직교육훈련

유형 즉, 일반 현직교육훈련(general

3) 교육 및 훈련이 생산성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노동자의 기대소득이 증가하게 된다(Schultz,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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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JET)5)과 특수 현직교육훈련

(specific OJET) 그리고 절충형 현직

교육훈련이 현직교육훈련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6) 나아가 이를 통하여 본 연

구의 결과는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국가 및 기업의 현직교육훈련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접근

본 연구는 교육 및 훈련이 만족도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노동자의 기대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는 인적자본이론에 근간을 두었

다.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만족도 그리

고 생산성 향상과 소득의 증가를 기

본구조로 하는 인적자본이론의 적용

은 개인의 교육훈련투자의 지속성 향

상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적자본 형성에 노력하는 정도의 가

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투자가 많은

개인은 그렇지 못한 개인보다 인적자

본이 더 향상되고, 나아가 더 높은 만

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직무의 객관적

특성이 작업자의 직무동기 혹은 만족

및 성과 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직무특성이론을 근간

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직무특성에 대

해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

다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특성에 따라

지속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이들은 다양성, 과업정체

성, 과업유의미성, 자율성, 피드백 등

의 직무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이러한 직무특성들이 직무 내에

서 의미성을 보여준다면, 종사자의 긍

정성⋅ 자발성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 업무지속성 동기를

높여준다(Hackman & Oklham,

1980). 이러한 직무특성이론의 중요한

4) 직무특성이론이란 직무의 객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직무 자체가 작업자의 직무

동기나 만족 및 성과 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Hackman & Oklham, 1980).

5) 현직교육훈련이 노동시장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경제∙경영학자들은

훈련의 성격에 비중을 두어 ‘현직훈련(OJT)’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학적인 측

면에서 ‘교육’과 ‘훈련’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고, 현직에서 교육과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

문에 ‘현직교육훈련(On the Job Education & Training: OJ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

겠다.

6) 일반 현직교육훈련(general OJET)은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산업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 현직교육훈련(specific OJET)은 훈

련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절충형

현직교육훈련은 훈련받은 노동자가 다른 기업으로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거나, 특수 현직교육훈

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다른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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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은 노동력에 기인한다. 노동력

은 노동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함

에 있는 것이다. 즉 현직교육훈련을

통한 노동의 질적 향상은 다른 개인

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별화된 인

적자본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인적자본은 교육 및 훈련을 통

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기술

혹은 능력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

내 구성원의 인적자본에 크게 좌우됨

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HRD관점에서 기업 현직교육훈련 유

형이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교육 및 훈

련을 통한 만족도 그리고 생산성 향

상과 소득의 증가를 기본구조로 하는

인적자본이론과 직무의 객관적 특성

과 구성원의 직무동기 혹은 만족 등

의 관계를 살펴본 직무특성이론을 적

용했다. 무엇보다 기업 내 현직교육훈

련을 통한 HRD 개발 즉, 새로운 사

회구성원에 대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이미 축적된 인적자원의 유지와 발전

을 위하여, 기업환경변화에 대응 능력

을 키워줄 수 있는 학습조직 구축 및

조직의 학습능력 향상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인재양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이론을

근간으로 현직교육훈련 유형과 참여

강도의 관계를 살펴봤다.

2. 기업규모별 현직교육훈련   
   유형별 특징 분석

중소기업 현직교육훈련의 투자의

유형별 특징은 첫째, 기업 내 직무특

성 및 현직교육훈련 유형은 단순기능

업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훈련에

있어 신기술 습득보다는 기능과 숙련

의 향상이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직교육훈련은 작업장 및 현장 중심

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사

업주와 훈련담당자 모두 교육훈련에

대한 열의가 큰 편이 아니었고, 적절

한 교육훈련기간이 없고, 교육훈련프

로그램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현직교육훈

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전

반적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인적자원

개발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현직교육훈련의 방향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다(한국노동연

구원, 2008).

대기업 현직교육훈련 투자의 유형

별 특징은 교육훈련방향이 다기능보

다는 분야별 전문가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느 기업은 회사자체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운영체계를 정립하

여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훈련내용이 빈약하여 훈련 성과에 별

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Kirkpatrick, 2008a). 하지만 중

소기업에 비하여 직무, 직능, 직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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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등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을 시키고 있다(표 1참조).

H전자 회사는 우리나라 가전제품

생산의 대표적 사업장으로 주생산품

은 세탁기, 냉장고이다. A전자 회사의

업무 특성과 훈련실태는 생산직의 경

우, 단순조립업무가 중심이어서 단기

간의 정보화 및 품질관리 등의 교육

훈련이 실시된다. 그리고 전문기술직

은 기술개발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

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08). 주목

할 점은 훈련의 요구(needs)를 파악

하기 위해 1년마다 훈련수요 실태조

사를 하고 있다. 이 기업은 근로자 주

도의 개인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

한 지원은 무급 휴직만 제공하고 있

다. 하지만 MBA나 석, 박사과정에

대한 경우는 회사가 특정 약정을 통

하여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일

반현직교육훈련(general on-the-job

training)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

하고 특수현직교육훈련(firm specific

on-the-job training)인 경우에는 기

업이 부담하고 있다.

D 중공업 회사는 우리나라 대표적

인 조선업체이다. 이 기업은 1999년에

조선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경영학

으로 구성된 사내대학을 개설, 운영하

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의 재직자는 40주 400시간의

의무 현직교육훈련시간을 가져야 한

다. 그리고 우수관리자 육성을 위한

Global Manager과정 등의 현직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기업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인 인적자본개발

에 투자를 하고 있다(대우경제연구원,

2004). 하지만 전반적으로 훈련내용이

빈약하여 훈련 성과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P 제철회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회사이다. 이 기업은 직무, 직능,

직급별 현직교육훈련을 세분화시켜

실시하고 있다. 직무 현직교육훈련은

4주간의 인재개발원 기본교육 후에 4

주간의 배치부서 실무교육과 10개월

간의 직무교육으로 세분화하여 교육

하고 있다. 또한 부사 자체 교육보다

는 개인별 지도교육관을 임명하여 밀

도 있게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기업은 전 재직자 대상으로 어학 통

신교육을 실시하여 국제화에 대비한

기본자질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8).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기업은 현

직교육훈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현직교육훈련 이수자는 학

점을 부여하여 승진 시 반영한다. 그

리고 법정 자격증 소지 업무수행자는

수당을 지급하고 사내 자격 취득자는

인사 시 우대한다. 또한 직급, 직위를

폐지하고 직능자격제도로 일원화하였

다. 기존의 직급, 직위제하에서는 직

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으나, 직능자

격 제도 하에서는 직책과 관계없이

본인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승진하고

임금을 받는다. 이런 점들은 현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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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업체 직무특성 현직교육훈련 유형

중

소

기

업

A

공업

단순기능
부서별로 안전교육, 업무보조, 기기작동법 등으로

실시

산업안전
전문기술 및 기능개발과 관련해서는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

B

중공업

핵심기술 사무 관리직 중심의 훈련(품질관리, 외국어, 인터넷

관련 등)기능인력

기능직 근로자의 훈련은 별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관리업무

인력

C

공업

기계장치

조작

생산직은 교육훈련의 필요를 느끼지 않음(정신교육,

품질관리교육)

단순가공

업무

사무직과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품질관리, 사무관리,

정비, CAD 등의 교육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위탁훈련을 실시

D

공업

단순가공

업무

사무 관리직, 생산사무, 자재 관리직은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위탁교육실시. 기술개발인 경우

원청업체에서 방문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안전교육
관리직의 경우 외국어 교육 시 본인과 회사가

훈련비를 반분하고 있음

E

전자

단순가공

업무
기술개발인 경우 원청업체에서 방문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정밀

업무 외국어 교육시 회사가 훈련비를 전액지원하고 있음
안전교육

대

기

업

H

전자

생산
생산직은 단기간의 정보화 및 품질관리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현장훈련 등)

관리
전문기술직은 기술개발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해외지역전문가훈련 등)

R&D
해외 학술연수 프로그램제공

교육비는 개인이 부담

D

중공업

핵심기술
우수관리자 육성을 위한 Global Manager과정을 운영

생산

관리
사내대학을 개설, 운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R&D

P제철

핵심기술 직무, 직능, 직급교육 등을 세분화시켜 교육훈련을

시킴생산

관리
사내대학에서 특정 교육훈련을 실시

R&D

<표 1> 기업규모별 현직교육훈련 유형별 특징 분석

훈련에의 참여와 성과를 높이는 요소 로작용한다고평가하고있다(최승준,200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8)의 고용보험연구센터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08)의 “50대 그룹사 현직

교육훈련 실태조사 보고서” 인용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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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요인 담당업무 요인
OJET

참여이유요인
기업환경 요인 개인특성 요인

김동배, 노용진

(2002)

현대경제연구원

(2008)
류장수. (1997) 김형기. (1999) 김영원(2005)

김영원. (2005)
김동배, 노용진

(2002)

이병희,김동배(

2004)

김동배, 노용진

(2002)
노용진외.(2002)

Ashenfelter, C.

(1978)

대우경제연구소

(2004)

김동배, 노용진

(2002)

한국노동연구원

(2007)

김동배, 노용진

(2002)

Bartel, A. P.

(1994)

Bartel, A. P.

(1994)

Bartel, A. P.

(1994)

Bartel, A. P.

(1994)

Bartel, A. P.

(1994)

Robinson, D.

G. &

Robinson, J.

(1989)

Cappelli, P. &

Neumark, D.

J. (2001)

Holzer, H. &

Richard B. M.

& Jack K.

(1993)

Bishop, J. H.

(1991)

Lombardo, C.

A. (1989)

Barrett, A. &

O'Connell, P.

J. (2001)

Goldstein, I. L.

(1992)

Wright, P. M.

(2005)

Goldstein, I. L.

(1992)

Becker, G. S.

(1993)

Levine, D. I.

& Laura, D.

T. (1990)

Levine, D. I.

& Laura, D.

T. (1990)

Levine, D. I.

& Laura, D.

T. (1990)

Levine, D. I.

& Laura, D.

T. (1990)

Levine, D. I.

& Laura, D.

T. (1990)Zwick, T.

(2005)

<표 2> 선행연구 분석

3. 선행연구 분석

현직교육훈련의 전략수립과 추진

틀 마련을 위하여 이에 대한 많은 연

구물들이 소개되고 있다(Ashenfelter,

C., 1978; Bartel, A. P., 1994;

Wright, P. M., 2005; Becker, G. S.,

1993; Levine, D. I. & Laura, D. T.,

1990; 김동배, 노용진, 2002; 현대경제

연구원, 2008; 대우경제연구소, 2004).

이들은 현직교육훈련의 지속의지, 참

여의지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직급

요인, 담당업무 요인, OJET 참여이유

요인, 기업환경 요인 그리고 개인특성

요인에 기인함을 밝혔다. 이를 살펴보

면 <표 2>와 같다.

직무의 객관적 특성이 작업자의 직

무동기 혹은 만족 및 성과 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직무

특성이론을 근간으로, 구성원의

OJET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물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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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성원의

OJET 참여강도는 직급 요인, 담당업

무 요인, OJET 참여이유요인, 기업환

경 요인 그리고 개인특성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현직교육훈련과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이전에는 주

로 조직을 진단하고 교육적 해결 방

안을 제공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는 지식경영 및 학습조직 구축 등 범

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구성원에 초점을 맞춘 현직교육훈련

의 유형과 지속성 혹은 참여성 등의

현상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OJET의 참여강도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김동배 외.(2002)의 연구

로써 “기업 교육훈련의 영향요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업 교육훈련은

기업환경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면서, 기업 교육훈련에 관

한 후속 연구자들에게 많은 기초 정

보를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구성원의

입장에서 OJET 참여이유 요인과 개

인특성 요인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제

한점을 가지고 있다. 국외 선행연구에

서는 기업교육훈련의 참여요인으로

구성원이 처해 있는 직급요인

(Ashenfelter, C., 1978; Bartel, A. P.,

1994; Levine, D. I. & Laura, D. T.,

1990), 담당업무요인(Cappelli, P. &

Neumark, D. J., 2001), OJET 참여이

유요인( Holzer, H. & Richard B. M.

& Jack K., 1993; Wright, P. M.,

2005), 기업환경 요인(Zwick, T.,

2005), 개인특성 요인(Becker, G. S.,

1993)등이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

연구들은 대규모 회사 표본의 계량경

제학적 분석을 통해 기업 교육훈련의

투자와 생산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 현직교육훈련은 생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판단되는 기업의 역

량 등과 같은 관찰할 수 없는 변수

(unobservable variable)로 인해 발생

하는 모수의 편의(bias)문제 등을 해

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그 영향력

을 살펴봤다. 하지만 이질적인 개별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또한 구성원이 OJET에 참여하려는

이유 등을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연구들이 간단한 설

문조사와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에 기

초한데 비해 대우경제연구소(2004),

현대경제연구원 (2008)은 설문조사,

사례조사, 면담조사를 종합적으로 활

용하여 기업 현직교육훈련의 투자현

황과 과제 그리고 선진기업을 통하여

살펴본 인재육성 전략 등으로 거시∙

미시적 관점에서 기업 교육훈련과 관

련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일관성 있

고 안정적인 국가 및 기업의 현직교

육훈련 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구성원의 관점에서 살펴본

OJET의 인식, 필요성 및 의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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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 OJET 유형
⇨ n OJET 참여강도

낮음
n OJET 참여강도
높음

(매개변인) OJET참여이유
요인

(통제변인) ∎ 직급 ∎ 담당업무 ∎ 기업환경 요인 ∎ 개인배경

분석방
법

  
exp    

exp    

연구모
형

<그림 1> 연구모형

Ⅲ. 분석대상 및 방법

1. 연구 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형은 기업 현직교육훈

련 유형과 참여강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직교육

훈련 유형 결정 및 참여강도에 미치

는 영향 요인으로 입증된 유의한 변

수들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기업 현직교 육훈련에의 참여강도는 현직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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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의 경험이 있는 중⋅소 및 대기

업의 제조업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에 참여할 의도의 정도를 ‘낮음’와

‘높음’의 이분반응으로 나타낸 범주형

변인이다. 범주형 변인은 오차의 분포

역시 이산형이 되어 정규분포를 가정

하기 어렵고, 오차항의 조건부 분산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등분산성 가정

을 위배하게 되므로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병식, 박

상욱, 2012). 뿐만 아니라 종속변인이

이분반응일 때 선형회귀분석을 적용

할 경우에는 예측 값이 1보다 크거나

혹은 0보다 적은 값이 나타나기도 하

고, 설명변인의 효과 크기가 과도하게

낮게 추정될 수도 있다(Wolldlege,

2010). 이처럼 이분반응이 관심이 있

는 경우 선형회귀분석은 적절한 통계

분석법이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범주형 종속변인과 설명변인 간의 영

향력을 통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게 된다

(홍세희,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구성원이 현직교육훈련에 참

여 의도정도의 높고⋅낮음 여부를 적

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로지스틱 최

종모형을 탐색함으로써, 이의 참여 결

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개별 설명

변인의 유의한 효과는 승산비를 통해

검증된다. 즉, 설명변인  이 주어졌

을 때, 종속변인이 1일 확률은 승산

(odds)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승산은 조직 구성원이 현직교육

훈련에 참여할 의도가 낮을 확률

( 에 대한 현직교육훈련에

참여할 의도가 높을 확률 의

비율을 의미하며, 로짓 변형을 통한

선형식은 다음과 같다.

log
 

 
    

이를 구성원이 현직교육훈련에 참

여할 의도가 있을 확률 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된다.

   exp    

exp    

2. 분석 대상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원

이 기업 현직교육훈련에 참여의도 정

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로지

스틱 최종모형을 탐색함으로써, 이들

이 현직교육훈련 참여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

고, 개별 변인의 상대적 효과를 승산

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경

에 서울, 경기, 울산지역의 대기업과

부산, 창원지역의 중소기업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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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인명 변인설명 코드 평균(SD)

<종속변인>

참여강도*

현직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의도 정도

0=낮음, 1=높음 1.73(0.44)

<독립변인>

OJET

유형**

general OJET 1=일반 OJET

2=특수 OJET

3=절충 OJET

2.52(1.22)specific OJET

Mixed OJET

직급

요인

사원 1=사원 직급

2=대리 직급

3=과장 직급

4=차장 직급

5=부장 직급

3.02(1.42)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담당업

무

요인

연구개발
1=연구개발 업무

2=영업서비스 업무

3=생산, 제조 업무

4=관리(경영지원)

4.51(1.27)

영업 서비스

생산/제조

관리(경영지원)

생산기능

제조업에 근무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활용하여 편의표집 하였다. 제

조업에 한정하여 조사를 한 이유는

현직교육훈련은 직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교분석의

일관성과 결과 및 시사점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하여 제조업에 한정하여 조

사하였다. 응답자 중 분석에 활용된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하고 승산

비를 구하기 위하여 4분위에서 중간

비율(50%)을 제외한 중소기업 직원

384명, 대기업 직원 220명을 최종 분

석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분석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변인설명과 기

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아래 <표 3>,

<표 4>와 같다.

<표 3> 분석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합계

제조업
중소기업 384 63.57

604(100%)
대기업 220 36.43

<표 4> 변인설명과 기초통계량



116 경영과 정보연구 제32권 제4호

상품개발 업무

5=생산기능 업무

6=상품개발 업무

7=핵심전문직 업무

핵심전문직인력

OJET

참여이

유요인

직무능력 향상 1=직무능력 향상

2=노동 생산성

향상

3=이미지 향상

4=자기계발 의욕

2.61(0.70)

노동 생산성 향상 3.72(2.93)

승진에 도움 3.16(1.07)

자기계발에 도움 3.02(1.42)

기업환

경 요인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0=없다, 1=있다 1.21(0.75)

독립된 교육훈련 시설 0=무, 1=유 1.73(0.44)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정도 1=전혀 그렇지

않음

2=그렇지 않음

3=그저 그러함

4=그런 편임

5=전적으로 그러함

3.51(1.27)

교육훈련 예산정도

교육훈련 필요성정도

교육훈련 인원 차출 애로점 정도

개인특

성 요인

학력
1=고졸/2=학사/3=

석사/4=박사
2.90(1.20)

최종 희망 직위
1=팀장/2=임원/3=

대표이사
2.62(0.88)

주1) OJET 참여 적극성정도, OJET 신념정도, OJET 만족도정도, OJET에 대한 지식정도, OJET를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정도. 4분위척도를 통한 상위 25%, 하위 25%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주2) 1= 내가 현직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은 다른 기업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임

2= 내가 현직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은 내가 근무하는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임

3= 내가 현직교육훈련을 통하여 습득한 기술은 다른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임

IV. 연구 결과

1. OJET 참여이유 요인 매개   
   변인의 영향 분석

매개변인(mediator)은 어떤 종속변

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변인이다.

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에 상관

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변인이 종

속변인과도 상관이 있어야 하며,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도 관계가 있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의 효과가 감소해야 하며, 만

약 독립변인의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

는 완전한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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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인명 B S.E Wald.
Odds

Ratio
sig

OJET

참여이

유요인

직무능력 향상 0.09 0.02 3.48 1.31 0.03**

노동 생산성 향상 0.05 0.02 3.99 1.27 0.02**

승진에 도움 0.07 0.02 2.56 2.72 0.01***

자기계발에 도움 0.03 0.03 3.85 7.85 0.01***

OJET

유형*

specific OJET 0.17 0.34 3.04 2.22 0.00***

Mixed OJET 0.14 0.30 4.42 3.40 0.03**

다(Baron & Kenny, 1986).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OJET 참여이유 요인과 OJET 프로

그램에의 참여강도와의 유의한 상관,

둘째, OJET 참여이유 요인이 OJET

프로그램에의 참여강도와의 측정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검증

하였다. OJET 참여이유 요인은 이러

한 조건을 충족시킴을 발견할 수 있

었다(표 5 참조). OJET 유형변인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OJET 참여이유

요인 중 직무능력 향상의 이유정도는

현직교육훈련 프로그램에의 참여강도

를 가질 승산은 약 0.0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

향상의 이유정도는 0.05배, 승진에 도

움의 이유정도는 0.07배 마지막으로

자기계발에 도움의 이유정도는 0.0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OJET 참여이유 요인 매개변인의 영향 분석

주1) *:P<0.1, **:P<0.05, ***:P<0.01

주2) 준거변인 명: *(general OJET)

2. 현직교육훈련 유형이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업 현직교육훈련 유형이 OJET의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기업 현직교육훈련

유형 중에서는 general OJET 대비

specific OJET와 Mixed OJET가 각

각 유의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요인별로 살펴보면, 직급 요인 중에서

는 사원 대비 대리, 차장이 유의한 변

인으로 나타났고, 담당업무 요인으로

는 연구개발, 생산/제조, 핵심전문직

인력이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

다. 현직교육훈련 참여 이유요인으로

는 직무능력 향상의 이유정도, 노동

생산성 향상의 이유정도, 승진에 도움

의 이유정도 그리고 자기계발에 도움

의 이유정도가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환경요인으로는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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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정도 대비

교육훈련 예산정도, 교육훈련 인원 차

출 애로점 정도가 유의한 변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특성

요인으로는 고졸 대비 학사, 석사, 박

사 그리고 최종 희망 직위요인으로는

팀장 대비 임원, 대표이사가 유의한

변인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승산비에 비추어 볼 때, 기업 현직

교육훈련 유형이 OJET의 참여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general OJET 대비 specific OJET

그리고 Mixed OJET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기업 현직교육훈련 유형

중 general OJET 대비 specific

OJET와 Mixed OJET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OJET의 참여강도를 가질

승산은 각각 약 0.16배, 0.12배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 요인 중에

서는 사원 직급에 비하여 대리 직급

약 0.04배 OJET의 참여강도를 가질

승산이 높게 나타났다. 담당업무 요인

으로는 핵심전문직 인력(0.27배), 생산

/제조(0.05) 그리고 연구개발(0.01배)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JET 참여 이유요인으로

는 승진에 도움의 이유정도(0.07배),

직무능력 향상의 이유정도(0.05배), 노

동 생산성 향상의 이유정도(0.04배),

그리고 자기계발에 도움의 이유정도

(0.02배)가 OJET의 참여강도 승산비

증가에 유의하게 기여하였다. 기업환

경요인으로는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

진의 인식정도 대비 교육훈련 인원

차출 애로점 정도(0.05배)와 교육훈련

예산정도(0.01배)가 미미하게 OJET의

참여강도 승산비 증가에 유의하게 기

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특성 요인

으로는 고졸 대비 석사(0.08배), 학사

(0.13배), 박사(0.30) 순으로 그리고 최

종 희망 직위요인으로는 팀장 대비

임원(0.07배), 대표이사(0.19배) 순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기업 현직교육훈련 유형이 OJET의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에 유의한 변인만을 포함하

여 구축한 최종 로지스틱 모형은 다

음과 같다.

log
 여강도가 낮을확률

참여강도가 높을확률
    대리

과장직무능력향상노동생산성향상
승진에도움자기계발에도움예산정도
인원차출애로점정도학사석사
박사임원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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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인명 B S.E Wald.
Odds

Ratio
sig

OJET

유형*

specific OJET 0.16 0.32 3.24 2.00 0.00***

Mixed OJET 0.12 0.20 4.02 3.14 0.02**

직급

요인**

대리 0.04 0.04 0.14 1.79 0.07*

과장 -0.13 0.50 1.79 0.79 0.24

차장 -0.12 0.44 1.54 0.75 0.08*

부장 -0.13 0.42 1.75 0.77 0.15

담당

업무

요인**

*

연구개발 0.01 0.03 4.42 1.30 0.03**

생산/제조 0.05 0.03 2.99 1.27 0.03**

관리(경영지원) 0.06 0.03 0.98 1.44 0.22

생산기능 -0.52 0.60 0.77 0.58 0.35

상품개발 -0.06 0.03 0.11 1.01 0.49

핵심전문직인력 0.27 0.03 0.27 0.83 0.08*

OJET

참여이

유요인

직무능력 향상 0.05 0.04 3.44 1.31 0.04**

노동 생산성 향상 0.04 0.03 3.08 1.27 0.03**

승진에 도움 0.07 0.04 2.44 2.88 0.01***

자기계발에 도움 0.02 0.05 3.42 7.45 0.01***

기업

환경

요인

기업환경

요인 1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2.26 0.44 0.78 0.79 0.37

독립된

교육훈련

시설

3.04 0.43 0.88 1.17 0.24

기업환경

요인2

****

교육훈련

예산정도
0.01 0.05 0.14 0.79 0.09*

교육훈련

필요성정도
0.04 0.06 0.06 0.80 0.12

교육훈련

인원 차출

애로점 정도

-0.05 0.04 0.22 1.12 0.08*

개인

특성

요인

학력

*****

학사 0.13 0.06 2.06 2.14 0.03**

석사 0.08 0.06 1.56 2.72 0.02**

박사 0.30 0.08 2.85 3.40 0.00***

최종

희망

직위

******

임원 0.07 0.07 2.20 2.89 0.04**

대표이사 0.19 0.08 2.78 3.54 0.02**

<표 6> 기업 현직교육훈련 유형이 참여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주1) *:P<0.1, **:P<0.05, ***:P<0.01

주2) 준거변인 명: *(general OJET); **(사원); ***(영업 서비스);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정도); *****(고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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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업 현직교육훈련

유형이 OJET의 참여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는 로

지스틱 최종모형을 탐색함으로써, 이

의 프로그램 참여강도에 유의한 영향

을 주는 변인을 확인하고, 개별 변인

의 상대적 효과를 승산비를 통해 확

인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현

직교육훈련 유형 중 일반 현직교육훈

련(general OJET) 대비 특수 현직교

육훈련(specific OJET), 절충형 현직

교육훈련(Mixed OJET) 순으로 영향

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어학능력

이나 컴퓨터 조작기술 등 다른 기업

혹은 다른 산업으로 옮기더라도 그대

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훈련 기회를 제공

하는 기업에서만 혹은 어느 정도 사

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

하기를 희망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일반 현직교육훈련

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업만이 아

니라 타기업에서도 생산성 증대 효과

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이

선호(김동배 & 노용진, 2002)한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그 원인

은 노동자들이 특수 현직교육훈련을

통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기업에서

본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동

인(Wright, 2005, Zwick, 2005)과 고

용의 안정성(Levine & Laura, 1990)

그리고 비용 지불관점(Loewenstein

& James, 1998; 백일우, 2007)7)들이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핵심전략과

연구개발 인력인 경우, 특수 현직교육

을 통한 지식이나 기술에의 참여강도

가 높음을 밝힌 본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기업 구

성원들이 OJET의 참여강도에 관련된

변인들을 크게 담당업무 요인, OJET

참여이유 요인, 기업환경 요인 그리고

개인특성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기업환경 요인을 제외한 영역에

서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지

만 세부 하위항목에서는 약간의 차이

가 있음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기업환경 요인 중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독립된

교육훈련 시설의 유무는 기업 구성원

들이 OJET의 참여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7) 만약, 기업이 훈련받은 노동자가 다른 곳으로 전직하는 것을 법적 규제가 가능한 고용계약으로

막을 수 있거나 제공한 특수 현직교육기술을 사용할 다른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를

훈련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다른 곳으로 누출시키지 않게 되므로 기업은 특수 현직교

육훈련에 드는 모든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백일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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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OJET

의 참여의지 및 지속성을 결정되는

요인으로 기업이 가지고 물리적인 시

설과 제도적 요인 등에 기인함을 밝

힌(Bartel, 1994; Bishop, 1991; 한국노

동연구원, 2007)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OJET 참여강도에 결

정하는 요인은 기업이 가지고 물리적

인 시설과 제도적 요인보다 이를 결

정하는데 다른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업환경 요인

중 교육훈련 인원 차출 애로점 정도

및 교육훈련 예산정도 등이 OJET 참

여강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존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HRD의 일환으로 현직교육훈련 방향

은 조직을 진단하고 교육적 해결 방

안을 제공하는 수준(대우경제연구소,

2004), 학습조직 구축(현대경제연구원,

2008),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개발

(송영수, 2000)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 구체적인 전

문성을 지닌 인재가 중시되고 있고,

더욱이 향후에는 한 분야의 전문성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

을 지닌 인재 육성이 요구되어질 것

임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는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먼저, 다양한 직무특성과

인력구조 형태 및 다양한 입장이 존

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기업은 획일적

인 현직교육훈련 보다는 기업의

OJET 필요성과 구성원이 요구를 반

영한 프로그램 개설 및 실행을 한다

면 이의 참여강도를 높이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무엇보다 기업차원에서는 구성원들

에게 실재적으로 직무능력 향상, 노동

생산성 향상, 자기계발에 도움 될 수

있는 OJET 프로그램 개설 및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이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교육훈련 인원 차출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특

히 많은 구성원들이 기업환경요인으

로 교육훈련 인원 차출 애로점 정도

가 OJET 참여강도와 관련된 변인임

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OJET에 참여

하는 구성원들에게 승진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책마련도 요

구된다. 교육훈련 예산 정도가 OJET

참여강도와 관련된 변인임을 살펴볼

때, 수많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여 OJET에 참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은 현

직교육훈련에 대한 많은 투자와 기회

를 제공해 준다면 더 많은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사

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제조업 분야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제

조업 분야의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배

경 특성과 OJET 프로그램에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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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검토․분석

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모든 분야의 기업으로 일반화

하는 것에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자료의 제한점 때문에 개

인의 내재적인 특성(unmeasured

characteristic)을 모형에 포함시키기

못하고 이들이 OJET 참여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하지만 본 연

구는 OJET 참여강도에 미치는 변인

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고려하여 보

완하고 있다. 이 둘의 관계를 구체적

인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지

속적으로 축적되고, 보다 세밀한 모형

을 설정하여 분석한다면 OJET 참여

강도에 미치는 변인들과 체계적인 기

업 유형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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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OJET participation Decisions

of the OJET Type on HRD

Park, Sang-Wook
*8)· Kwon, Hyeok-Gi

**9)

Growing serious on the required conditions for the On-the-Job Education

Training at the firm field, a large number of firm make a plan for

implementation and pushing ahead of the On-the-Job Education Training.

Further, A lot of firms effort to attract multi-professional person at an firm

level recently. However, there were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what for the

reason to choose the OJET, come what may on the OJET and how to

thinking on the outcome for the latent employee. On the basis of these

issues, this study discovered the motivations from the employee point,

finding out the factors on the effect of the choice as the OJET type and the

integration point of view. The study results found out significant variables

of the OJET type factor, the business for which one is responsible factor,

OJET participation reason factor, business environment factor and individual

background factor on the OJET decision pla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article further discusses what we need to do for the intensity of

participation invigoration at a firm level.

Key Words: HRD, On-the-Job Education Training, job characteristics

theory, Human Capital Theory, intensity of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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