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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일학습병행제의 교육형태 중 수행평가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유의한(p<.001, β=.514) 영향을 미
쳤으며 직급에 따른 일학습병행제 효과 인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시 수행평가가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존 학습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운
영되는 집체식 교육훈련이나 현장훈련만큼 수행평가의 효과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일학습병행제 참여의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 학습형태에 따른 효과성을 
규명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중소기업, 일학습병행제, 직무능력, 직무만족, 생산성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work and learning ducal system of small businesses 
on employees’ job competency enhancement.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performance assessment significantly 
affected job competency enhancement(p<.001, β=.514).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small businesses 
should consider performance assessment more important and actively include it in training program as generally 
utilizing off-the-job or on-the-job training method.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analyzing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work and learning ducal system of small businesses on employees’ job competency 
enhancement, so it broadened the scope of the study about performance of work and learning ducal system and 
verified the effectiveness depend on the type of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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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노동시장이 불안정

해 곳곳에서 청년실업 상이 만연한 가운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미스매치를 이고 고학력, 고스펙을 쌓기 

한 불필요한 교육비용의 낭비를 해소하고자 기업이 필

요로 하는 직무에 한 실무 인 교육훈련을 통해 일과 

학습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학습병행제’에 한 심이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소기업은 이러한 인 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부문에서 기업에 비해 많은 핸디캡이 

있고 인  물  자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 으로 인

자원개발 필요성에 한 인식 부족, 장기 인 인재육

성계획의 미비, 학습과 성과와의 연계 미흡, 경 층의 인

자원개발 이해  지원 부족, 시설  산 부족, 문

인력  체인력 부족, 해당 기업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컨텐츠 부족 등의 문제 이 나타나고 있다(김규한, 

2016)[1].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

에 들어선 수 이다. 정부가 소기업을 상으로 일학

습병행제 참여기업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으나 체계

인 제도 운   질 리 미흡, 기업의 일학습병행제에 

한 낮은 이해도와 인 라  문가 부족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기업의 일학습병행제 정착 활

성화를 해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를 심으로 일학

습병행제 참여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그 효과성을 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직무에 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가?

셋째,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2. 이론적 배경

일-학습병행제란 독일과 스 스 등 선진국에서 성공

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제(Apprentice)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용한 것으로 “산업

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해 기업을 

심으로 근로자에게 학교 등의 교육기 과 함께 일터에

서 체계 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의 역량을 국가( 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

는 연계학교 학력)등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

훈련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고용노동부 외, 2014)[2].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 말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부터 본격 으로 사업을 운 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7년

까지 1만개 기업, 7만명의 학습근로자 참여를 목표로 하

여 지속 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제(견습

생)식 교육훈련제도에 기반하여 기업은 채용에 하는 

훈련생을 선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체, 회, 지

역고용센터, 지방정부 등과 력하여 이를 지원한다. 이 

때 선발된 교육훈련생은 동시에 훈련생 신분과 근로자의 

신분을 지니게 되고 ‘학습근로자’로 칭할 수 있다(강경종, 

2014)[3].

일학습병행제는 상별로 학 재학생과 기업 상으

로 나  수 있으며 인정방식별로는 NCS 기반의 일학습

병행 로그램 개발 기 에 따라 국가 수 의 자격과 연

계한 장 실무 심의 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증받아 

운 하며 이수 후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형’, 기존 학 제

도와 연계하여 운 하는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로그램 

개발 기 과 함께 계약학과 등 련 제도 요건을 수하

여 Off-JT와 OJT를 구성하며 이수 후 자격  학 를 

부여하는 ‘ 학 연계형(자격+학 형)’, NCS 능력단 를 

활용하여 체 훈련 시간의 40% 이상을 편성한 로그

램을 인증받아 운 하는 형태로 이수 후 이수증을 발

하나 자격은 부여되지 않는 '모듈자격형' 3가지로 구분

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4]. 2015년 기 으로 인

정방식별 참여 황을 보면 자격형(3,350개 기업, 93), 

학 연계형(227개, 6.3%), 모듈자격형(27개, 0.7%) 순으로 

자격형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부분이었다(한국산업인

력공단, 2015)[5]

재까지의 일학습병행제에 한 성과는 경제 , 사회

(국가  기업별) 성과로 나 어 분석할 수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교육운 비(학습근로자 1인당 평균 3,258

만원) 비 학습근로자 생산성 향상, 신규인력 채용  

재교육비 감, 정부지원  확보 등의 편익(학습근로자 1

인당 평균 4.149)이 더 높았으며, 사회  측면에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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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청년 실업 문제의 개선, 첫 직장 입사 나이 단축, 

취업 시까지의 구직 기간 단축, 인력 수요와 공 의 불일

치 해소와 기업 입장에서는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재직만족도 향상, 장기근속, 기업 이미지 개선, 구

직자의 소기업 선호도 향상, 품질 제고, 기업문화 개선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

원, 2015)[4].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교육형태  장훈련(OJT)과 수행평가 2가지를 포함시

켰으며 기업성과 측정의 측면에서 직무만족도, 직무역량, 

생산성의 3가지 요인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 다.

3. 선행연구

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근로자

의 직무능력 향상에 미치는 향에 한 기존의 주요 선

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강경종(2014)의 일학습병행제의 경제·사회  성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일학습병행제의 기업 차원에

서의 성과는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신입 근

로자의 재교육 비용  수습기간 감소, 기업이 필요로 하

는 인력 양성, 기업의 구조화된 장훈련(OJT) 수행 역

량 강화, 학습근로자의 재직만족도 순으로 성과평가 

수가 높았다. 에 띄는 은 학습근로자의 장 응력 

향상과 련하여 사업주는 성과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나 

학습 당사자는 최하  수를 부여한 이다. 이는 기업

과 학습근로자 간 일학습병행제의 효과성에 한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3].

부기철(2015)의 주지역 소기업 일학습병행제 사

례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제의 문제 과 애로사항을 

악한 결과 일학습병행제의 목표가 참여 기업  학습자

수 확  등 양  지표 주이므로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가 어려운 , 다수 참여기업이 소기업이기 때문에 

물 ·인  지원  인 라가 약해 학습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 일학습병행제 도입 취지인 능력 심사회 구

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 일학습병행제 이수자에 

한 자격 부여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는 , 학습근로자의 도 탈락을 이기 한 다양한 

지원책이 부족한 ,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등이 

문제 으로 제기되었다[6].

짠딘디엠(2015)은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일학습

병행제의 성과를 높이기 해서 기업 측면에서는 사업주 

단체에 명확한 역할과 책임 부여, 행·재정  인센티  지

원책 강구  법령 개정 검토, 기업 수 에 맞는 성과목

표 재조정, 상 직종 확 , 자격+학 형 보다는 국가직

무능력표 (NCS) 기반 자격형 심의 제도 활성화, 훈련

센터 모델 확  검토, 철 한 질 리, 체계 인 훈련강사 

양성  자격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 다. 학습자 

측면에서는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제 이수 후 일반근

로자로 환될 수 있게 다각  지원책 마련, 훈련지원  

확 , 학습근로자를 한 정부 출 제도 검토, 집 인 

멘토링  피드백 제공, 비 실습 로그램 마련, NCS

에 기반한 자격기  마련  로그램 개발, 엄격한 모니

터링  철 한 질 리를 제안하 다[7].   

김권필(2016)의 일터학습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는 노하우(Know-how), 암묵지 형태의 무형식  학습이 

학습 이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고, 학습 이는 기업성

과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학습 이가 무

형식  학습과 기업성과를 매개한다는 가설이 검증되었

다. 한 학습지향성이 일터학습이 학습 이에 미치는 

향 계와 학습 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조 한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학습 참여자들을 인터뷰

한 질  연구를 통해서는 일터학습이 인간 계에 도움이 

되고 회사에 소속감을 갖게 되며 직무 응성이 향상된다

는 의견 일치가 도출되었다[8]. 

일학습병행제에 한 본격 인 학술  연구가 시작된 

것은 최근 5년 정도로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았으며 자격

부여형 교육형태를 심으로 연구한 논문은 더욱 찾아보

기 어려웠다. 한 기존 연구는 주로 사례연구나 질 연

구가 많았고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인식  만족도에 따

른 기업성과를 분석한 연구 역시 히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

제 참여가 근로자를 상으로 학습 참여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도출하 다. 독립변인은 장훈련(OJT), 수행평가 2가지 

유형으로 설정했으며 종속변인은 직무 만족도, 직무역량, 

생산성의 3가지 요소를 하 요인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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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N %

Gender
Male 72 81.8

Female 16 18.2

Age

20s 47 53.4

30s 25 28.4

>40s 16 18.2

Position

Junior Employee 63 71.6

Assistant Manager 9 10.2

Section Manager 8 9.1

Senior Maganer 8 9.1

Job
Office Work 10 11.4

Production 78 88.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자격부여형 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소기

업 근로자를 상으로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94부를 수거하 으며 응답이 미비

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 88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 4문항, 장훈

련 만족도 5문항, 수행평가 만족도 5문항, 일학습병행제 

참여 이후의 직무 만족도 5문항, 직무역량 향상정도 5문

항, 생산성 향상 정도 5문항 등 총 29문항을 설문하 다. 

통계 패키지로는 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량  빈도를 구하고,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계분석, 회귀분석과 개인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

이 분석을 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학습병행제 참여 근로자의 81.8%가 남성, 18.2%가 여

성으로 남성 비율이 훨씬 높았고, 연령 는 20

(53.4%)-30 (28.4%)-40  이상(18.2%) 순으로 청년 근

로자 비율이 높았다. 직책은 사원(71.6%)- 리(10.2)-과

장(9.1%)-차장 이상(9.1%) 순으로 낮은 직 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담당직무는 생산직(88.6)-사무직(11.4%)로 

순으로 부분의 근로자가 생산 업무를 맡고 있었다. 

5.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직각회 (Varimax)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25개 문항에서 15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으로 10

개 문항을 사용하여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분산이 88.245%로 설명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

으며 KMO 측도가 .503로 한 수 이었고 Bartlett 구

형성 검정 결과 역시 유의확률 p=.000로 타당성이 검증

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역시 모든 항목의 Cronbach’s 

Alpha값이 0.6 이상으로 합하게 나타났다.

Variables

Job 

Satisfac

-tion

Produc

-tivity

Performa

nce 

Assess

ment

Job 

Compete

ncy

On-the-

Job 

Training

Factor

1

Satisfac

-tion4
.949

Satisfac

-tion3
.933

Factor

2

Produc

-tivity4
.973

Produc

-tivity5
.963

Factor

3

Assess

-ment2
.921

Assess

-ment3
.805

Factor

4

Compe

-tency1
.950

Compe

-tency2
.677

Factor

5

OJT3 .862

OJT4 .833

Eigen Value 2.045 2.045 1.667 1.566 1.502

Cronbach’s α .825 .878 .765 .750 .631

Variance(%) 20.454 40.901 57.573 73.228 88.246

KMO-Bartlett .503 / 580.130***

***p<.001

<Table 2>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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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관관계분석

상 계분석 결과 Pearson 상 계수를 보면 변인들 

간의 상 계는 비교  높지 않은 수 의 상 성을 보

다. p<.01 유의수 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는 변수

는 수행평가-직무역량, 직무만족-직무역량, 직무만족-생

산성, 직무역량-생산성이었으며 수행평가와 직무역량 간

Pearson 상 계수가 .515로 가장 높았으며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

Categories M SD
Correlation

a b c d e

On-the-job 

Training(a)
3.90 .648 1

Performance 

Assessment(b)
4.85 .349 -.017 1

Job Satisfaction(c) 4.80 .391 .053 .113 1

Job Competency(d) 4.83 .338 -.080 .515** .298** 1

Productivity(e) 2.63 .504 -.189 .074 .306** .228** 1

**p<.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5.4 회귀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에 한 정 인 인식은 직무능력 향

상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결과 장훈련과 수행평가는 직무만족도에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학습 참여가 직

무 만족도 향상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직무역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결과 수행평가에 한 만족도가 직무역량 향상에 유

의한 향(p<.001, β =.51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장훈련보다 수행평가가 직무역량 향상에 더 효과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장훈련과 수행평가는 생산성에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학습 참여만으로 단기

이고 가시 인 생산성 향상을 기 하기는 어렵다는 뜻

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공선성 진단 결과 Durbin-Watson 값이 순서 로 각

각 2.564, 2.242, 2.729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모든 변인의 공차한계가 0.1 이상, 분산팽창요

인(VIF)이 10 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 특별히 문제

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Independent Dependent β t R2 F VIF

On-the-job 

Training Job 

Satisfaction

.054 .506

.016 .679

1.000

Performance 

Assessment
.114 1.058 1.000

On-the-job 

Training Job 

Competency

-.072 -.775

.271 15.766***
1.000

Performance 

Assessment
.514 5.548

***
1.000

On-the-job 

Training
Productivity

-.188 -1.767

.041 1.801

1.000

Performance 

Assessment
.070 .6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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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5.5 집단 간 차이분석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한 ANOVA 실시 결과 성별, 

연령, 직책, 담당직무  직책에 따른 장훈련

(On-the-job training)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리 은 4.5 , 과장 은 3.5 으로 장훈련 만족도는 

리 이 과장 보다 만족도가 높았다(p<.05). 이는 장

훈련 자체가 선배가 후배 사원에게 장에서 지식과 노

하우를 가르쳐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입

장에서는 본인 업무 외에 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pec. M SD F
Post 

Analysis

OJT Position

Staff(a) 3.89 .651

3.774*
b>c

(Scheffe)

Assistant 

manager(b)
4.50 .535

Manager(c) 3.50 .535

>=Senior 

manager(d)
3.75 .463

*p<.05

<Table 5> Group Differences of the Respondents

6. 결론

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근로자

의 직무능력 향상에 미치는 향 에 한 본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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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장훈련과 수행평가는 직무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학습 참여

가 직무 만족도 향상에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했음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직무역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수행평가에 한 만족도가 직무역량 향상에 

유의한 향(p<.001, β =.51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장훈련보다 수행평가가 직무역량 향상에 더 효과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일학습병행제 참여가 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장훈련과 수행평가는 생산성에 통계 으

로 유의한 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학습 참여만으

로 단기 이고 가시 인 생산성 향상을 기 하기는 어렵

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 리 직 이 과장 직 보다 장훈련(OJT)에 

한 참여 만족도가 더 높은 집단 간 일학습병행제 효과 인

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으로 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

여 시 수행평가가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존 학습과정에서 표 으로 

운 되는 집체식 교육훈련이나 장훈련만큼 수행평가

의 효과성을 요하게 인식하고 로그램에 극 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 은 한정된 기업을 상으로 조사하여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성이 있다는 이며 후속 연구에

서는 보다 깊이 있는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일학습병행

제에 참여하는 기업별 특성과 제도 운 수 에 따른 효

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기업의 자격부여형 일학습병행제 참여

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

써 일학습병행제 참여의 성과 분석에 한 연구의 폭을 

넓히고 학습형태에 따른 효과성을 규명한 데 연구의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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