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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국내 건설기술인은 180여만 명으로 국내 전체근로

자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15년 말까지 

18년간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적 있는 일용직 건

설근로자는 약 493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내 근로자의 많

은 수가 건설산업에 연관되어 있다(Ahn et al., 2018). 건

설기술인력1)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해서, 특히 건설기술인

력의 교육·훈련 실태분석을 비롯하여 나아가 최근 경영환

경변화(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시장경쟁격화 등)에 대응

하기 위한 건설기술인력의 효과적인 직무능력개발 방안 모

색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지만(Kim & Won, 2017; Min, 

2013; Park & Lim, 2009; Yun et al., 2018; Shim, 2001; 

Hwang, 2013, CERIK, 2012, 2017), 현재의 건설기술인

력 교육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육방

법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미흡하여 건

설기술자의 역량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Park & Kim, 

2009; Shim, 2001; CERIK, 2012, 2017).

심규범(2001)은 건설숙련근로자의 경우 공공 또는 민간

직업 훈련기관을 통한 기능습득은 6.5%에 불과하고, 93%

의 숙련공은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공식적인 훈련과정보다

는 작업을 통해 도제식으로 혹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실

제 작업 속에서 비공식적인 교육 및 개인의 경험을 통해 기

능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기술인

*  Corresponding author : Chang, Chul-Ki, Department of 

Architectural and Civil Engineering, Hannam University, Daejeon 

306-791, Korea

 E-mail : ckchang@hnu.kr

 Received May 1, 2019 : revised June 12, 2019

 accepted July 11, 2019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 참여가 인적자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심용보1· 장철기*

1한남대학교 경영학과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Workplace Learning on Human Resource Performance 
of Construction Engineer

Shim, Yongbo1, Chang, Chul-Ki*

1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nam University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rticipation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 of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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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

는 건설기술요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건설기술진흥법 제2조8

항), 동법 제20조에서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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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훈련내

용과 현장의 작업내용을 일치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건설

기술자의 교육·훈련 내용과 건설현장의 업무간의 일치 필

요성을 강조한 주장들은 여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박광배와 김혜원(2009)은 건설기능인력 훈련

의 필요성과 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

로 하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CERIK (2012, 2017)의 연구에서도 건설기능인력의 경력관

리를 분석하면서 교육·훈련체계의 현장성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동 연구에서는 현재 실행되는 건설기술자 관

련 법정의무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 후, 전문교육 내

용의 실무 연계성의 부족과 교육방법에 있어서 원격교육의 

경우 낮은 실효성 등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법정 직무교육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현장의 실질

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교육 비중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방

식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기술인력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있어왔

다. 친환경 건축수업과 관련한 웹 퀘스트 제작을 통해 구성

주의에 기초한 자기주도 학습적용(Min, 2013), 상황학습을 

통한 효과 검증(Hwang, 2013), 팀기반 학습(Kim & Won, 

2017), 타임랩스 등 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의 스마트 미디어

를 접목시킨 교육 콘텐츠 제안(Yun et al., 2018)등 건설기

술인력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이 제

시된 바 있다. 특히 윤지인 외(2018)는 건축시공교육이 교

실에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현장견학 또한 정적인 문

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한 

공종에 대한 이론과 현장시공프로세스에 따른 설명,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하여 세부 공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타임랩스,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의 스마트 미디어를 접

목시킨 교육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여, 대학교육에서의 현장

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들은 건설산업에서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건설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새로운 역량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아

가 이를 위해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있어 현

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모색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터에서의 경

험과 상호작용 그리고 현장학습을 상호 연계시키는 일터학

습(workplace learning)의 개념에 주목하여 건설기술인력

의 일터학습 실태를 살펴보고 나아가 건설기술인력의 일터

학습 참여와 학습성과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의 6차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의 통계자료에서 

306명 건설기술인력의 응답치를 선택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

서는 일터학습의 특징과 구성요소 그리고 관련변인간의 관

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도출하겠다. 3장에서는 일터학습을 비롯한 주요 변수들의 

측정방식 및 표본선정 방법을 제시하겠고 4장에서는 기술통

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 실태

를 비롯하여 일터학습과 학습성과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

설을 검증하겠다. 5장에서는 검증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

의 의의 및 한계에 대해 논하였다.

2. 일터학습의 개념 및 특징

현재와 같은 탈산업사회,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기업이 생

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고객의 욕구변화에 

맞추어 기업의 관리방식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Carliner, 2013; Skule, 2004). 이

러한 경영방식의 변화에서 고객욕구 및 기술변화에 대한 암

묵적 지식을 창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은 매

우 중요한 관리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부터 인적자원개발 분야에는 

학습과 일터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는

데, Marsick과 Watkins의 일터학습론(workplace learning 

theory)이 그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일터

학습이란 작업장에서의 업무경험과 타 근로자와의 상호작용

에 기초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형식적, 무

형식적, 우연적으로 습득해가는 과정을 말한다(Marsick & 

Watkins, 1990). 일터학습은 형식적 학습(formal learning)

과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으로 분류되는데, 전자

는 교수자의 주도 하에 집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

습이며, 후자는 학습자의 주도 하에 업무경험과 상호작용 속

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비구조화된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선

행연구들에 의하면 일터에서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

된 기술의 대부분을 비구조적이고 경험적인 무형식학습으로 

습득하며 특히 최근 기업경쟁력에 중요한 암묵적 지식은 무

형식학습에 의해 효과적으로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raut, 2000). 

다음에서는 일터학습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무형식학습

의 특징과 개념정의 그리고 관련변수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겠다. 첫째, 형식학습과 대비된 무형식학습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세연(2010)은 누가 학습을 

주도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형식학습은 교수자가 학습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반면 무형식학습은 근로자의 주도 하에 

업무경험과 상호작용 그리고 성찰에 기초하여 자기개발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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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발전시키는 학습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Marsick and 

Vople (1999)는 학습의 계획성을 기준으로, 매우 구조화된 

형식학습과 비교하여 무형식학습을 비구조적·경험적·비

제도적인 학습이라고 정의했고 Enos et al. (2003)은 학습

에 있어 누가 상호작용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형식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위계적 관계를 강조한 반면 무형식학

습은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호작용

에 의한 학습이라 정의하였다. Lohman (2005)은 학습공간

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학습은 제도화된 교육기관의 강의실

과 같은 학습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무형식학습은 작업

현장이라는 직장공간에서 발생되는 경험들을 통해 업무수

행이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는 학습이라 하였다. 형

식학습과 무형식학습간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difference between formal learning and informal learning 

Analysis 

criteria
Formal learning Informal learning

Moon 

(2010)

Learning 

driver

Instructor drives and 

controls the learning and 

learner is dependent.

Learner drives and controls 

the learning and instructor is 

supportive.

Lohman 

(2005)

Learning 

space

Institutionalized learning 

space such as school, 

university.

Everyday living space 

such as workplace, home, 

community.

Marsick 

& Vople 

(1999)

Learning 

contents

Formal and descriptive 

learning by preplanned 

systematic and structural 

learning contents.

Acquire implicit knowledge 

by nonsystematic and 

nonstructural work experience 

and interaction.

둘째, 무형식학습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사실상 다

수의 연구자들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구성요소

들을 제시하였다(Moon, 2010; Song, 2014: Shin. 2012; 

Lohman, 2005; Eraut, 2004; Marsick & Watkins, 1990). 

Lohman (2005)의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의 구성요소를 

인터넷 검색, 관련 잡지 조사, 시행착오, 자기성찰, 팀 내

에서의 대화, 팀에서의 협력, 팀 구성원의 관찰, 팀 구성원

과의 자원 공유와 같이 8가지 개별방법으로 나열했던 반

면 Marsick and Watkins (1990)는 우선 무형식학습을 일

에 대한 학습, 조직에 대한 학습, 개인에 대한 학습 3가지로 

구분하고 그 후 일에 대한 학습에는 업무수행경험, 관찰 등

을, 조직에 대한 학습에는 회의참가, 상사와의 상호작용, 네

트워킹, 코칭, 멘토링 등을, 그리고 개인에 대한 학습에는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 성찰 등을 포함하였다. 한편 Eraut 

(2004)는 무형식학습을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구

분하고 개인적 관점에서의 무형식학습에는 듣기, 관찰, 성

찰, 시행착오 등을, 사회적 관점에서의 무형식학습에는 상

사와의 대화, 회의참가 등을 예로 들었고 송연지와 박지혜

(2014)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무형식학습을 경험에 

의한 학습유형(경험과 성찰에 의한 학습)과 관계에 의한 학

습유형(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으로 구분하였다. 

결국 무형식학습의 특징 및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

을 보면, 무형식학습이란 근로자가 일터라는 업무적 맥락에

서 자신의 작업경험과 타 근로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

해 업무 관련 지식과 태도를 발전시키는 비구조화된 학습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무형식학습의 구성요소는 크게 개인수

준의 경험을 통한 학습활동 유형과 집단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활동 유형 2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

형 속에 다양한 무형식학습의 개별방법들이 포함될 수 있

다. 무형식학습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Components of Informal Learning

Components of informal learning

Lohman 

(2005)

internet search, research related magazines, 

trial and error, introspection, dialogue within the team, 

cooperation within the team, observation of team members

Marsick & 

Watkins 

(1990)

learning about work(experience in task performance, observation), 

learning about organization(participating in meetings, interacting 

with the boss, networking, coaching, mentoring) 

learning about individuals(reflection on trial and error)

Eraut 

(2004)

personal perspectives(listening, observation, reflection, 

trial and error), social perspectives(conversation with one’s boss, 

attend a meeting)

셋째, 무형식학습과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크게 무형식학습을 중심으로 무형식학습의 활성화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인에 대한 연구와 무형식학습이 영향을 미

치게 되는 성과변인에 대한 연구로 구분된다. 우선 무형식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Eraut (2004)는 도전과 업무가치, 피드백과 지원, 자신감과 

몰입이라는 개인수준의 학습요인과 업무할당과 구조화, 업

무에서 타인간의 관계, 성과·발전에 대한 기대라는 집단·

조직수준의 맥락요인으로 구분하였고 Skule (2004)의 경우 

무형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learning condition)

으로는 기술과 작업방식에서의 변화, 고객 요구에 대한 노

출정도, 의사결정에 있어 경영책임, 전문가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작업결과에 대한 피드백, 학습에 대한 경영자의 지원, 

학습에 대한 보상을 들었다. Kim and McLean (2014)의 연

구에서도 무형식학습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

인/집단/조직수준으로 구분하여 자신감, 이전 경험, 전문적 

능력, 직무만족이라는 개인수준 요인과 협력적 분위기와 신

뢰,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 상사의 지원/배려라는 집단수

준 요인 그리고 학습지원시스템, 보상체계, 도전적 업무체

계, 학습문화라는 조직수준 요인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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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보·장철기

한편 일터학습이 영향을 주는 성과변수간의 관계에 대

한 연구들은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Marsick and Watkins 

(1990)의 경우, 무형식학습은 다양한 지식(도구적 지식, 의

사소통적 지식, 성찰적 지식)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

터에서 근로자들은 업무수행과정의 경험에서 도구적 지식

을, 조직 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조직생활에 필요

한 의사소통적 지식을,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과 노력을 통

해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성찰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한편 

Clarke (2005)의 경우 일터학습을 형식학습 유형과 개별적 

무형식학습 유형(시행착오, 관찰, 독서, 직무순환) 그리고 집

단적 무형식학습 유형(감독, 코칭/멘토링, 학습포럼, 팀미

팅)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유형들이 절차적 지식(문제해결, 

변화경영, 자기주도적 학습, 정보획득)에 미치는 영향관계

를 분석한 결과, 개별적 무형식학습만이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wden and Ahmad (2000)의 

연구에서는 일터학습(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우연학습)의 각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결과 무형식학습

이 형식학습과 우연학습에 비해 직무만족과 더욱 강한 정(+)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를 보면 신

은경(2012)은 무형식학습과 이를 통해 습득된 지식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무형식학습은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

영훈과 김진모(2014)도 학습지원환경/학습동기가 무형식학

습에 대해 정(+)적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무형식학습이 학습

지원환경/학습동기와 연구개발성과간의 인과관계를 유의미

하게 매개함을 보여주었다. 무형식학습과 관련변수간의 관

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Intangible Learning and 

Related Variables 

Components of Informal Learning

Eraut 

(2004)

- A Study on the Independent Variables Influencing on 

Informal Learning 

- Individual-level learning factors: Challenges, support, 

confidence 

- Organizational-level context factors: assignment, relation 

between others in work, expectation

Clarke 

(2005)

- A Study on the Effect of Formal and Intangible Learning on 

Procedure Knowledge 

- The positive effect of individual intangible learning on 

procedural knowledge

Rowden 

& Ahmad 

(2000)

- Analyze the relationship of each type of workplace learning 

(Formal learning, informal learning, accidental learning) on 

job satisfaction 

- A Study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Informal Learning Compared to Formal 

and  Accidental Learning

3. 연구모형과 조사방법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설기술인력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교육·훈련 실태 및 문제점, 대학교 건축 관

련 수업에서의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들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반면에 일터현장에서 근로자에 의해 실천

되는 비제도적, 비구조적인 일터학습에 대한 논의들은 전무

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학계와 기업의 

HRD 실무진에게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일터학습론에 기초

하여 기존의 형식학습에 치중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일터학습 참여 실태와 더불어 일

터학습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건설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일터학습(형식학습 유형, 무

형식학습 유형)이 다양한 학습성과(서술적 지식, 절차적 지

식, 도구적 지식, 의사소통적 지식, 성찰적 지식, 직무만족 

연구개발성과 등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Shin, 2012; Hwang & Kim, 2014; Clarke, 2005; 

Marsick & Watkins, 1990; Rowden & Ahmad, 2000; 

Skule,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건설기술인력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독립변수인 일터학습의 두 가지 유형(형식학

습, 무형식학습)이 종속변수인 학습성과(직무능력, 직무만

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

과 가설을 통해 실증하고자 한다.

가설 1-1.  건설기술인력의 형식학습 참여는 직무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건설기술인력의 무형식학습 참여는 직무능력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건설기술인력의 형식학습 참여는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건설기술인력의 무형식학습 참여는 직무만족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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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 참여가 인적자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가설 3-1.  건설기술인력의 형식학습 참여는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건설기술인력의 무형식학습 참여는 조직몰입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6차 인적자

본기업 패널조사 근로자용 설문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및 평생교육정책을 생

산하는 대표적인 공공연구기관으로, 2005년도부터 시작하

여 인적자본기업 패널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2)  

이 패널조사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방대하고 정교

한 설문항목(기업조사: 744개 항목, 근로자조사: 188개 항

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업조사의 경우 400여개의 기업

을 대상으로, 근로자조사의 경우 10,000여명을 대상으로 하

여 2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6차 인적자본기업 패널조사는 467개 기업체

의 10,06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

서는 6차 인적자본기업 패널조사에서 산출된 전체 근로자 

10,096명의 응답치 중에서 건설기술인력 306명의 응답치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건설기술인력의 

학력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노조가입여부별, 성별, 소속업

종별 구성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sample

Description Frequency %

Level of 

educ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e 69 22.5%

Bachelor 210 68.6%

Master / Ph.D 27 8.8%

Position

Staff 89 29.1%

Deputy manager 74 24.2%

Manger 87 28.4%

General manager / Director 56 18.3%

Type of 

employment

Full time 304 99.3%

Temporary 2 0.7%

Unionization
Union member 7 2.3%

Non-union member 299 97.7%

Gender
Male 225 73.5%

Female 81 26.5%

Type of 

business

General contractor 44 14.4%

A/E consultant 262 85.6%

Total 306 100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첫째, 

독립변수인 일터학습은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2가지 유형

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Clarke (2005)의 연구에서

는 일터학습을 형식학습 유형과 무형식학습 유형으로 구분

하고 다시 무형식학습을 개별적 학습유형(시행착오, 관찰, 

독서, 직무순환)과 집단적 학습유형(감독, 코칭/멘토링, 학

습포럼, 팀미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Eraut (2004)의 연

구에서도 무형식학습을 개인적 유형(듣기, 관찰, 성찰, 시행

착오)과 사회적 유형(상사와의 대화, 회의참가)으로 구분했

으며 송연지과 박지혜(2014)의 연구에서도 무형식학습을 경

험을 통한 개인적 학습유형과 관계를 통한 집단적 학습유형

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에 기반하

여 일터학습을 형식학습유형과 무형식학습 유형으로 구분

하고 형식학습 유형의 측정은 기업에 제도화된 4가지 형식

학습 프로그램(집체식 사내교육, 집체식 사외교육, 인터넷

교육, 국내연수)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개수로 측정하였다. 

한편 무형식학습의 측정은 기업이 제도화한 4가지 무형식학

습 프로그램을 개별적 유형(OJT, 제안제도)과 집단적 유형

(코칭/멘토링, 품질분임조)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개수로 측정하였다(Clarke, 2005). 둘째, 종속변수인 

인적자원성과로는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Tharenou et al. (2007)

의 연구에 의하면 인적자원성과는 근로자의 인지적 성과(지

식, 기술, 역량 등)와 정서적 성과(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그리고 행동적 성과(성과지향적 노력, 혁신행동 등)로 구분

된다. 또한 교육학계에서 학습성과를 평가하는데 널리 쓰

이는 Kirkpatrick (1983)의 교육성과 평가모형에서는 학습

성과를 4가지 수준으로 구분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학

습성과는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이라는 반응(reaction)

평가, 학습자의 습득된 원리/기술에 대한 학습(learning)

평가, 학습한 것이 실제 수행에 전이되었는가에 대한 행동

(behavior)평가, 변화된 실제 수행 능력에 대한 결과(result)

평가와 같이 4가지 수준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도 종속

변수인 인적자원성과를 인지적인 측면인 직무능력(4점 척

도, 8문항의 평균)을, 정서적인 측면인 직무만족(5점 척도, 

3항목 평균)과 조직몰입(5점 척도, 4항목 평균)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3)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 기업패널조사의 목적은 기업과 근

로자에 대한 종단과 횡단적인 자료 구축을 통해 기업의 인적자원 실

태 및 기업 내 지식 및 숙련 형성의 기제를 밝히고 이것이 기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패널 자료를 구축해 나가

는 것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이러한 정책적 목적 하에 한

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패널조사 자료를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연

구자들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하여 2년 간격으로 ‘인적자본 기업패널

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분야에서의 인

적자원개발 연구들을 촉진하고 있다.

 3)  본 연구는 Kirkpatrick (1983)의 교육성과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일

터학습의 성과측정에 있어 2수준의 학습(learning)평가지표로 학습

으로 인한 직무능력 향상을, 4수준의 결과(result)평가지표로 학습으

로 인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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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로는 종속변수인 인적자원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적 변수인 학력, 직급, 근속연수, 정규직 

더미(고용형태), 조합원 더미(노조가입여부), 남성 더미(성

별)를 측정하였다. 또한 건설기술인력이 인식하고 있는 일

터학습 실천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기회의 공정성, 교

육내용의 직무연관성, 교육내용의 범용성, 근로자의 교육참

여 의지, 근로자의 연간 교육참여일수를 일터학습 실태변수

들로 선택하여 5첨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변

수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Table 5>와 같다.

4. 실증결과

4.1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 실태

건설기술인력들의 일터학습 참여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형식학습을 보면 집체식 사내교육(53.3%)에 가장 많

이 참여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집체식 사외교육(41.2%), 인터

넷교육(27.2%), 국내연수(6.9%)의 순으로 참여하였다. 무

형식학습의 경우 제안제도(20.9%)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

며 다음으로 OJT(18%), 코칭/멘토링(13.4%), 품질분임조

(6.9%)의 순으로 참여하였다. 전체 근로자의 참여 실태와 

비교해보면 건설기술인력들은 모든 일터학습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고 특히 무형식학습 프로그

램에서 더욱 낮은 참여율을 나타났다. 

한편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 참여 실태를 학력별, 직

급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학력별 참여 실태의 경

우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일터학습의 참여율이 높았

으나 형식학습인 집체식 사내교육과 인터넷교육 그리고 무

형식학습인 코칭·멘토링에는 대졸 출신 집단이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무형식학습인 품질분임조에는 고출출신 집단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반면 직급별 참여 실태를 보면 형식

학습의 경우 집체식 사내·외교육은 과장·차장 집단이, 인

터넷교육은 대리·주임 집단이, 국내연수는 부장·임원 집

단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무형식학습을 보면 OJT와 코칭·

멘토링의 경우, 사원 집단은 학습자로, 과장·차장 집단과 

부장·임원 집단은 교수자로 많이 참여했으며 제안제도에

는 대리·주임 집단이, 품질분임조에는 사원 집단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주요변수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형식학습의 경우 건설기

술인력들은 총 4개의 프로그램 중에 평균 1.28개의 프로그

램에 참여했고 반면에 무형식학습의 경우 총 4개의 프로그

램 중에 평균 0.59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체 근로자

의 일터학습 참여 실태(형식학습: 1.58개, 무형식학습: 1.07

개)와 비교해보면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 참여는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형식학습을 중심

으로 하되 무형식학습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인적자원성과를 살펴보면 일터학습이 직무능

력을 향상시킨 정도는 4점 만점에 2.71점, 직무만족은 5점 

만점에 3.46점 그리고 조직몰입은 5점 만점에 3.10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인적자원성과(직무능력: 2.70점, 

Table 5. Variables and measurements 

Variable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

Formal learning

The number of formal learning programs which worker participated (4 in total) 

- Participation in cooperative collective education,  external collective education,                          

On-line education, training workshop (2 point scale)

Informal learning
The number of informal learning programs which worker participated (4 in total) 

- OJT, coaching / mentoring, suggestion system, quality circle (2 point scale)

Independent 

variable

Job capability
Perception on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improvement of job capability resulting from 

participating the workplace learning program (average of 8 questions in 4 point scale)

Job satisfaction Average of respondent’s job satisfaction (average of 3 questions in 5 point scale)

Organizational commitment Average of respondent’s organizational commitment (average of 4 questions in 5 point scale)

Control variable

Education Respondent’s level of education (8 point scale)

Position Respondent’s level of position (7point scale)

Experience Respondent’s year of experience (year) 

Full time (dummy) Full time or temporary (By variable : temporary)

Union member (dummy) Union member or non-union member (By variable : Non-union member)

Male(dummy) Male or female (By variable : female)

Variables for 

workplace 

learning

Fairness of education opportunity 
Degree of respondent’s perception on the fairness of education opportunity 

(1 questions, 5 point scale)

Job relevancy of learning contents
Degree of respondent’s perception on the job relevancy of learning contents 

(1 questions, 5 point scale)

Versatile application of learning contents
Degree of respondent’s perception on the versatile application of learning contents

(1 questions, 5 point scale)

Worker’s will of participation Degree of worker’s will of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al program(1 questions, 5 point scale)

Worker’s participation frequency per year Number of days per year of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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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 3.56점, 조직몰입: 3.32점)와 비교해보면 건설기

술인력의 경우 전체 근로자에 비해 학습으로 인한 직무능력 

향상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인력이 인식하고 있는 일터학습 실

태를 보면 교육내용의 직무연관성과 근로자의 교육 참여의

지는 전체근로자에 비해 높으나 교육기회 공정성, 교육내용

의 범용성, 근로자의 교육 참여일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7>.

한편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형식학습과 무형식학

습간의 상관계수는 0.40 (p<0.01)으로 나와 건설업종에서 일

터학습의 두 가지 유형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식학습과 인적자원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직

무능력과의 상관계수는 0.13 (p=0.07), 직무만족과의 상관계

수는 0.19 (p<0.01), 조직몰입과의 상관계수는 0.22 (p<0.01)

로 나타났으며 무형식학습의 경우 직무능력과의 상관계수는 

0.18 (p<0.01), 직무만족와의 상관계수는 0.23 (p<0.01), 조

직몰입과의 상관계수는 0.26 (p<0.0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건설기술인력이 참여하는 일터학습 중에서 무형식학습이 형

식학습에 비해 인적자원성과와 더욱 높은 정(+)의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학습과 통제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보면 형식학습의 경우 남성더미와는 정(+)의 상관관

계를, 조합원 더미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무형식

학습의 경우 학력, 직급, 근속연수, 정규직 더미, 남성더미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6. Participation rate of workplace learning program (%)  

Formal learning Informal learning

Cooperative collective edu. External collective edu. On-line edu. Training workshop OJT Coaching / mentoring, Suggestion system, Quality circle

All * 68.8 41.5 38.4 9.0 30.8 20.3 41.0 15.2

Construction Engineer 53.3 41.2 27.2 6.9 18.0 13.4 20.9 6.9

Level of 

education

Below high school 46.4 27.5 13.0 4.3 7.2 7.2 20.3 13.0

Bachelor 56.2 44.8 33.3 7.1 20.5 15.2 20.5 4.8

Master / Ph.D 48.1 48.1 14.8 11.1 25.9 14.8 25.9 7.4

Level of 

position

Staff 42.7 28.1 20.2 4.5 18.0 15.7 19.1 11.2

Deputy manager 56.8 43.2 36.5 6.8 12.2 14.9 24.3 4.1

Manager 58.6 48.3 27.6 5.7 18.4 9.2 18.4 3.4

General manager / 

Director
57.1 48.2 25.0 12.5 25.0 14.3 23.2 8.9

*  The responses of 10,069 workers from various industries in the 6th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2015 were utilized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all workers in this study.

Table 7. Average and SD of variables

Construction Engineer All

Average SD Average SD

Dependent variable
Formal learning 1.28 1.24 1.58 1,15

Informal learning 0.59 0.91 1.07 1.13

Independent variable 

Job capability 2.71 0.67 2.70 0.66

Job satisfaction 3.46 0.67 3.56 0.67

Organizational commitment 3.10 0.61 3.32 0.68

Variables for workplace 

learning

Fairness of education opportunity in the company 3.19 1.08 3.22 1.03

Job relevancy of learning contents 3.49 0.97 3.44 0.93

Versatile application of learning contents 3.24 0.88 3.29 0.85

Worker’s will of participation 3.21 0.97 3.12 0.92

Worker’s participation frequency per year 2.57 2.19 3.32 2.81

Table 8. Corelation among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Formal learning  1

2. Informal learning 0.40** 

3. Job capability 0.13 0.18** 

4. Job satisfaction 0.19** 0.23** 0.33**

5. Organizational commitment 0.22** 0.26** 0.29** 0.55**

6. Education 0.08 0.03 -0.01  0.15** 0.14*  

7. Position 0.11 0.01 -0.09  0.14* 0.29** 0.33**

8. Experience 0.04 0.04 -0.15* 0.05 0.15** 0.07 0.54** 

9. Full time(dummy) 0.05 -0.08 0.10 -0.05 -0.09 -0.05 0.10 0.09

10. Union member(dummy) -0.12* -0.08 -0.10 0.00 -0.11 0.06 0.07 0.15**  0.01

11. Male(dummy) 0.23** 0.09 -0.02 0.06 0.14* 0.37** 0.38** 0.10 -0.05 0.04

-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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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터학습의 참여수준에 따른 일터학

습 실태변수 및 인적자원성과변수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참여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군집분

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군집1은 형식학습과 무형

식학습의 참여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고-일터학습 집단이며 

군집2는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참여에서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는 저-일터학습 집단으로 구분되었다<Table 9>.

앞서 살펴본 군집분석에 추출된 2가지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일터학습 실태변수 및 인적자원 성과변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일터학습 실태변수와 인적자원 성과변수에 있어 차이를 

보면 고-일터학습 집단에 속한 건설기술인력들은 교육기회 

공정성, 교육내용의 직무연관성, 교육내용의 범용성, 근로

자의 교육 참여의지, 근로자의 연간 교육 참여일수, 직무능

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모두에 있어 높은 점수를 보였고 반

면에 저-일터학습 집단은 모든 변수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

냈다. 위의 분산분석 결과를 볼 때, 건설업종에서 교육기회

를 불공정하게 분배하며 교육내용이 낮은 직무연관성과 범

용성을 가지게 되면 현장의 건설기술인력들은 교육 참여 의

지를 가지지 못하여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의 낮은 참여는 건설기

술인력의 직무능력과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몰입을 낮추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able 10>.

4.2 가설검증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서는 독립변수인 형식학습과 무형

식학습이 종속변수인 직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를 분석해보

았는데,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의 VIF가 각각 1.08, 1.03으

로 나와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의 서로 다른 측정 

단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변수를 표준화 

값(Z점수)으로 변환하여 회귀모형에 투여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모형1과 모형3 그리고 모형5

에서는 통제변수가 인적자원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직무능력에 대해서는 정규직 더미변수가 

정(+)적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에서는 학력과 직급이 정

(+)적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직급이 정(+)

적 영향을, 정규직 더미와 조합원 더미는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와 모형4 그리고 모형6에서는 

일터학습의 두 가지 유형인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이 인적

자원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우선 모형2

를 보면 형식학습은 직무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무

Table 10.  Variance analysis of cluster depending 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the learning program

Cluster N Avg. SD F

Variables for workplace 

learning

Fairness of education opportunity
1 91 3.63 0.72 37.829***

2 215 2.88 1.05 37.829***

Job relevancy of learning contents
1 91 3.91 0.81 26.357***

2 215 3.32 0.97 26.357***

Versatile application of learning contents
1 91 3.58 0.72 20.944***

2 215 3.09 0.91 20.944***

Worker’s will of participation
1 91 3.55 0.87 16.535***

2 215 3.07 0.97 16.535***

Worker’s participation frequency per year
1 90 4.21 2.78 93.047***

2 215 1.88 1.42 93.047***

Independent variables

Job capability
1 91 2.80 0.51 3.267***

2 118 2.63 0.76 3.267***

Job satisfaction
1 91 3.59 0.60 5.570***

2 215 3.39 0.69 5.570***

Organizational commitment
1 91 3.27 0.66 10.848***

2 215 3.02 0.58 10.848***

- *** p < 0.01  ** p < 0.05  * p < 0.1

Cluster 1 : High participation group, Cluster 2 : Low participation group 

Table 9. Cluster variable

Cluster

 Cluster 1 (High participation group) Cluster 2 (Low participation group) F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the formal learning program 2.85 0.62 622.331***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the informal learning program 1.36 0.27 135.397***

N 91 215

- *** p < 0.01  ** p < 0.05  * p < 0.1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0권 제5호 2019년 9월    39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 참여가 인적자원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형식학습만이 직무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가설1 기각: p=0.22, 가설2지지: p<0.01). 모형4, 6

을 보면 형식학습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

을 미치되 그 정도가 미약했으며 반면 무형식학습은 상대적

으로 높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3지

지: p<0.05, 가설4지지: p<0.01, 가설5지지: p<0.1, 가설6

지지: p<0.01).

독립변수의 표준화된 베타계수를 비교해보면 직무능력의 

경우 무형식학습(β=0.182 : p<0.01) > 형식학습(β=0.086 : 

p=0.22)의 순으로, 직무만족의 경우 무형식학습(β=0.281 : 

p<0.01) > 형식학습(β=0.120 : p<0.05)의 순으로, 그리고 조

직몰입의 경우 무형식학습(β=0.200 : p<0.01) > 형식학습(β

=0.110 : p<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통계결과를 

볼 때, 건설기술인력의 인적자원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

사의 무형식학습에 대한 투자와 실천 그리고 이에 대한 근로

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Table 11>.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기술

인력의 일터학습(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참여는 10,069명 

전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

며, 특히 무형식학습의 참여는 더욱 낮은 수준이었다.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형식학습의 참여는 직무만족과 직무몰입

에만 정(+)의 영향을, 직무능력의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형식학습은 직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형식학습에 비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가 지닌 이론적 의미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6차 인

적자본기업 패널조사를 통해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 참

여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파악했으며, 나아가 형식학습/무

형식학습과 인적자원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일반화했다는 점

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보면 향후 급격한 기

술발전과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건설업종 기업이 생존·성

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들이 형식학습 뿐만 아니라 무형식

학습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앞의 실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건설기술인력의 인적자원성과에 대한 

영향력은 형식학습보다 무형식학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현재 형식학습 위주로 건설기술인력의 교육

훈련을 실천했던 건설업종 기업의 경영진들은 무형식학습

의 교육적 가치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무형식

학습에 대한 재정적 투자와 계획적 실천을 통하여 균형 있

는 일터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의 학습성과 측정이 주로 학습으로 인한 직무능력/직무만

족/조직몰입 향상정도라는 근로자의 주관적 인지에 근거했

다는 점이다. 무형식학습의 경우 현장성, 비공식성, 비제도

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학습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객관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예: 전문성 수준으로 공인한 자

격증)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무형식학습

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자나 근로자의 주관적인 학습

성과 측정치를 활용하였다. 물론 Tharenou et al. (2007)의 

메타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연구들에서 학습성과에 대

한 주관적 측정치가 객관적 측정치보다는 다소 높게 부풀

려(inflation bias) 나왔지만 효과크기(effect size) 분석 결

과 이 두 가지 측정치는 유사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추후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의 실효성을 실증하고 일반

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무형식학습 성과지표를 개

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터학습 참여를 활성

화시키는 개인·집단·조직적 요인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

Table 11. Hypothesis verification by regression analysis

Job capabilit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Control 

variable

Education  0.038 -0.029  0.123*  0.109*  0.045  0.045

Position -0.018  0.000  0.131*  0.143*  0.276***  0.287***

Year of experience -0.146 -0.163* -0.021  0.043  0.028  0.007

Full time  0.101*  0.100* -0.052 -0.045 -0.111** -0.102*

Union -0.094 -0.079 -0.005  0.026 -0.129** -0.096*

Male  0.010 -0.004 -0.038 -0.074  0.016 -0.032

Independent 

variable

Formal learning  0.086  0.120**  0.110*

Informal learning  0.182***  0.218***  0.200***

R2 0.041 0.084 0.036 0.114 0.117 0.183

Adj.R2 0.012 0.048 0.017 0.090 0.099 0.161

F-value 1.425 2.306** 1.828* 4.761*** 6.569*** 8.274***

N 209 209 306 306 305 305

- *** p < 0.01  ** p < 0.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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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일터학습 중에서 특히 무형식학습의 활성화는 

비구조적·비제도적·자기주도적 특성으로 인해 개인수준

에서의 내재적, 외재적 동기요인과 집단수준에서의 상호작

용에 대한 인간관계요인, 조직수준에서의 과업·조직구조,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제도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연구전략상 본 연구에서는 일터학습과 인적

자원성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개인수준 변인에 집중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터학습의 활성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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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기술인력의 일터학습 참여 실태와 더불어 일터학습의 하위유형인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이 각각 건설
기술인력의 인적자원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6차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근로자용 설문자료에서 건설기술인력 306명의 응답치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기술인
력의 일터학습(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참여는 10,069명 전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무형식
학습의 참여는 더욱 낮은 수준이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형식학습의 참여는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만 정(+)의 영향을, 직무능
력의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형식학습은 직무능력, 직무만족, 조직몰입 모두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형식학습에 비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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