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

실천공학 교수법

J. Pract. Eng. Educ. 12(1), 127-144, 2020

중소기업 근로자의 조직지원인식, 업무몰입,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조건부 직·간접 효과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Work Engagement and Turnover Intention  
Focusing on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Conditional Direct/Indirect Effects by Participating in Work 
and Learning Dual System

김우철1, 강원석2*, 조현정2

1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학과, 2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Woocheol Kim1, Wonseok Kang2*, Hyunjeong Jo2

1Depart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KOREATECH, Cheonan 31253, Korea
2Techno-HRD Graduate School, KOREATECH, Cheonan 31253, Korea

http://dx.doi.org/10.14702/JPEE.2020.12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pISSN: 2288-405X eISSN: 2288-4068http://JPEE.org

Received 17 April 2020; Revised 8 May 2020
Accepted 8 May 2020

*Corresponding Author
E-mail: masaru444@koreatech.ac.kr

[ 요    약 ]

본 연구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 업무몰입, 이직의

도 간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일학습병행의 효과성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 참여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학습병행 참여 중소기업 321부, 일반 중소기업 295부를 수집하여 총 616부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연구결과 일학습병행 참여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모두 조직지원인식이 업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지

원인식과 업무몰입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업무몰입은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사이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일학습병행 참여 여부에 따라 
조절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사이의 조건부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문적·실무적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 work engagement (WE), and turn-
over intention (TI) among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characterized by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the work-learning dual system (WLDS). Also,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WLDS by examining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have conducted surveys between August and Decem-
ber in 2018. A total of 616 cases (321 cases from SMEs participating in WLDS and 295 cases from general SMEs) were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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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직원들의 이탈, 
즉 이직에 대한 우려이다[8,9]. 일학습병행과 같은 교육훈련

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이

것이 조직원의 이탈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인

력, 시설, 재료, 자료, 장비 등 교육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측

면에서의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0]. 교육훈

련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그 성과는 일시적이고 직무

에 바로 전이되지 않으며[11], 교육훈련이 조직구성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교육훈련비를 

지출한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존재한다[12].
반면 일학습병행을 통한 교육훈련이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을 향상시키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10,13]. 조현정과 김우철(2019)은 중소기업의 높은 이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

직지원인식, 업무몰입, 지식공유의도, 이직의도 사이의 구조

적인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14]. 조
직지원인식은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믿음으로 구성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5], 업무몰입

은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긍정적이고 충만한 인식의 상태로 

조직지원인식과는 정적(+)인 관계, 이직의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그리고 Schaufeli와 

Bakker(2004)의 직무요구-자원(JD-R) 모델에서는 몰입의 선

행 요인으로 직무 자원의 개인, 대인 관계, 조직 수준이 제시

되고 있으며, 몰입의 결과는 낮은 이직의도로 나타나고 있다

[16].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지원인식, 업무몰입, 이직

의도 변인 간 구조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

어 조직 간의 차이, 즉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과

의 차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중

소기업과 참여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앞서 언급한 조직지원인식과 업무몰입, 이직의도 사이

I. 서 론

현대사회 조직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은 기업의 성과와 가

치 창출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1]. 이
에 따라 많은 기업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

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기업

의 연간 근로자 훈련실시인원은 2012년 약 26만 7천명에서 

2019년 약 56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다[2]. 이는 인적자원개

발이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구성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뿐만이 아닌, 기업의 최종 목표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이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3]. 그 때문에 

조직은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구성원의 업무수행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

게끔 해야 한다[4,5].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훈련성과, 비용 투자 및 채용 관련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고 실업률 감소, 평생직업능력 개발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학습병행(work and learning dual system, 
WLDS)’을 도입하였다[6]. 일학습병행은 근로자 직업능력개

발과 관련하여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

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

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 역량

평가 및 자격 인정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6]. 일학습병행

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

과 2019년 8월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59호, ’19.8.27공포, ’20.8.28시행)을 제정·공포하

였고, 그 추진계획에 따라 2020년 8월 말부터 법률 차원의 본

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7].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법제화 노력 및 다양한 차원의 지원

에도 불구하고[6,7],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고민

selected and used for data analysis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POS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WE. Also, POS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 on TI.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W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 and TI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onditional in-
direct effect between POS and TI depending on participation in WLD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conditional direct 
effect between POS and TI due to WLDS participat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ork engagement, Turnover inten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Work and learning 
du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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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업준비생과 채용 기업 간 인력의 미스매치 현상과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 

도입이 결정되어 2020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18]. 2014
년 제정된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에 따르면 일학

습병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23].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해

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

용하여 기업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

수하는 교육훈련(이하 “도제식현장교육훈련”이라 한다)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시

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하 “현장외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함께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23].”
일학습병행은 학습기업 선정, 훈련과정 개발,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학습근로자 선발 및 채용, 도제식현장교육훈

련 및 현장외교육훈련 실시, 학습근로자 훈련성과평가, 자
격 및 학위 부여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18]. 제도의 주요 참

여주체는 학습기업, 학습근로자,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로 학습기업을 제외한 주체는 모두 학습기업의 근로자이다.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규정에 따르면 학습기업은 일학습

병행을 실시하는 기업, 학습근로자는 학습기업의 근로자로

서 기업현장교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는 사

람, 기업현장교사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사내에

서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 시 필요한 지식·기술·능력을 가

르치는 사람, HRD담당자는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23]. 일학습병행의 유

형은 고등학생 대상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형, 전문대 재

학생 대상의 전문대 유형, 4년제 대학생 대상의 IPP(industrial 
professional practice)유형과 같은 재학생 단계와 기업의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유형이 존재한다[18]. 일학습

병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제도 도입 후 확산기를 거치면서 점

차 쌓여가고 있으나 대부분 질적 연구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아직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

렵다[24]. 다만 독일 등 타국 도제제도와의 비교 분석, 도입 

및 운영 사례 연구, 직무만족, 교육만족도 등 관련 변인에 대

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었으며 제도의 효과 측정을 위

해 비용편익을 분석하거나 관련 변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13,25-28].

B. 조직지원인식

Eisenberger 외(1986)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지원인식

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나아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있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

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과 조직구성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셋째,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의 집단 간 비교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러한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일학습병행의 효과성에 대

한 실질적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그로 인

해 도출된 학문적 · 실무적 시사점을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정부

조직과 제도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 및 인사담당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육

성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

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 기반

의 체계적인 도제식 현장교육훈련과 현장외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숙련형성 및 국가자격 취득, 학위 연계 등

을 지원하는 제도이다[18]. 이는 기존의 교육체계를 통

해 획득하는 역량과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다

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높은 재교육 비용

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9]. 
2005년 이후 대학 진학률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추세지만 2019년 기준 70.4%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

학을 진학하고 있으며[20], 201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서 조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교육훈련 기간은 평균 18.3개
월, 1인당 총 비용은 5,959만 6천원에 달한다[21].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를 

기존의 교육체계가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와 연

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22].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일, 스위스 등에서 성공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설

계하여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학습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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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몰입(job engagement) 등 수많은 개념으로 발전하면서 

HRD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되었

다[39,40]. 그 중 업무몰입(work engagement)은 “활력, 헌신, 
그리고 몰두로 특징지어지는 긍정적이고 충만한 일과 관련

된 인식 상태”로 정의된다[41].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자신의 일에 애착을 가지고 몰입한다면, 조직의 목

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42]. 따라서 Schaufeli 외
(2002)는 기존에 Kahn(1990)이 제시한 몰입(engagement)의 

개념을 발전시켜 업무몰입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이를 활력

(vigor), 헌신(dedication), 몰두(absorption)라는 3개의 하위 차

원으로 구분하였다[39,41]. 활력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업

무 중의 정신적 회복력, 일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 어려운 

상황에서의 끈기”를 의미하며, 헌신은 업무에 대한 “의미, 열
정, 영감, 자부심, 도전의 감각”으로 정의된다[41]. 마지막으

로 몰두는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으로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일에서 손을 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41]. 즉, 업무몰입이 높은 개인은 높은 수준의 에너

지와 업무와의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를 열정적

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달

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43].
문헌연구를 통해 업무몰입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이지우

(2010)는 업무몰입이 다른 유사 개념과의 차별화를 통해 개

념적 정체성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선행 요인과 결과 변인

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무요구-자원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

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평가한다[44]. 구체적으로 업

무몰입은 조직지원인식과 상사지원인식, 지식공유와 혁신업

무행동과 같은 조직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인들과 정적(+) 관
계를 가지고 있다[17]. 그러나 업무몰입과 관련된 기존 연구

의 한계로 인해 보다 많은 산업 및 조직 맥락에서 다양한 선

행 요인과 조절 변인을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44].

D. 이직의도

조직구성원의 이탈을 의미하는 이직은 조직의 생존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45]. 이직은 조직의 생산성

과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그러한 특성때문

에 HRD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Mobley(1977)는 

그의 연구에서 기존 직무의 평가, 직무만족 및 불만족, 이직

에 대한 생각, 이직 비용과 탐색에 대한 기대효용 평가, 대안 

탐색 의도, 대안 탐색, 대안 평가, 대안과 현재 직무 비교, 이
직 및 잔류의도, 이직 및 잔류의 단계로 이루어진 이직 결정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46].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은 “조직이 구성원의 기여

를 얼마나 중시하고, 그들의 웰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가에 

따라 조직구성원이 형성하는 전반적인 믿음”으로 정의된다

[15]. 즉, 조직지원인식은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직의 

지원에 대한 신뢰이며, 이러한 믿음은 구성원의 웰빙과 기여

에 조직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형성된다[15]. 따라서 조직이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구성원에게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조직구성원들은 근면성, 
조직몰입, 직무수행 및 조직시민행동과 같은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29,30]. Guzzo, 
Noonan과 Elron(1994)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지원의 구성 요

소로 재정적 유인(수당, 보너스 등), 일반 지원(휴가, 어학연

수, 상담서비스 등), 가족 중심 지원(자녀/가족 교육)이 제시

되고 있다[31]. 또한 조규영(2010)은 조직지원인식을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에 따른 계산적 참

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인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32]. 따라서 조직지원인식은 조직이 제공하는 승진, 수당, 연

수와 같은 외재적 보상과 더불어 의사 결정 참여, 공정성과 

같은 내재적 보상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게 된다[33]. 이러한 

조직지원인식의 개념은 사회적 교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15]. 그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상호주의에 입각

하여 유·무형의 보상을 교환하는 과정이며, 다른 이에게 무언

가를 제공하는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자신에게 돌아

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다[34]. 
그러므로 사회적 교환 관점에서 조직의 지원에 대한 구성원

의 긍정적인 인식은 결과적으로 결근율 감소, 업무성과 향상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29,34,35]. 조직지원인식과 관련

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Rhoades
와 Eisenberger(2002)의 메타 연구 결과, 조직지원인식은 공

정성, 상사지원, 조직 보상이나 고용 조건 등과 관련이 있으

며, 업무몰입이나 이직의도와 같은 변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32,36,37]. Kurtessis 외(2017)는 조

직지원인식이 수많은 변인 사이에서 조직과 구성원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메타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직지원인식은 리더십, 직원-
조직 맥락, 인사제도 및 근로 조건과 같은 선행 요인과 조직 

및 업무 몰입, 성과와 같은 결과 변인을 성공적으로 예측하였다

[38].

C. 업무몰입

Kahn(1990)에 의해 몰입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몰입은 업

무몰입(work engagement), 직원몰입(employee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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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57]. 또한 대기업 근로자 381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부적(-)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55]. 이는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개인은 조직에 만

족하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고, 조직지원인

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교환의 관점에서 호혜감을 표현하고

자 하는 개인의 성향이 이직의도와는 부적(-) 관계로 나타나

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5,34]. 많은 선행연구에서 

두 변인 간 직접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연구에서

는 조직지원인식이 정서적 몰입, 직무만족 등을 매개로 이직

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33,45].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조직지원인식과 이

직의도 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두 변인 간 부적(-) 관계를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16,53,58]. Schaufeli와 

Bakker(2004)의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 근로자들의 업무몰

입은 이직의도와 부적(-) 관계를 나타내며[16], 캐나다의 근

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Saks(2006)의 연구에서도 업무몰입

과 이직의도 사이의 부적(-) 관계가 확인되었다[53]. 국내 대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Kim(2014)의 연구에 따르면 

업무몰입과 이직의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성

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자원, 직무자원, 업무몰입, 
직무성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업무몰입은 이직의도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58]. 그리

고 이탈리아의 간호사 및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Simone 외
(2018)의 연구에서도 업무몰입과 이직의도의 관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59]. 업무몰입 관련 메타연구를 수

행한 Halbesleben(2010)은 그의 연구에서 업무몰입과 이직의

도 사이의 부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직의도는 

특히 업무몰입의 하위변인 중 헌신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

다고 밝혔다[60]. 
마지막으로 조직지원인식과 업무몰입, 이직의도 간 구조

적 관계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ks(2006)의 

연구에 의하면 업무몰입과 조직몰입은 조직지원인식과 이직

의도, 조직시민행동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53]. 그
리고 Kinnunen 외(2008)의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은 업무몰

입과 정적(+) 관계, 이직의도와 부적(-) 관계가 성립한다[61]. 
또한 조현정과 김우철(2019)의 연구에 따르면 세 변인 간 구

조적 관계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4]. 따라서 이

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1. 조직지원인식은 업무몰입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직이 특정 개인과 회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면[47], 이직의도는 “구성원이 특정한 상황에

서 현재의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도 또는 생각”
을 의미한다[48]. 다른 연구에서 이직의도는 현재 직장에 근

무하면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어하는 생각으로 정

의되기도 한다[49]. 또한 옥장흠(2009)의 연구에 의하면 직무

스트레스나 직무에 대한 불만족과 같은 변인들이 이직의도

에 영향을 미친다[50]. 이렇듯 구성원의 이직의도가 실제 행

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조직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이직 또는 이직의도를 감

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45]. 이직과 이직의도의 의미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행위의도가 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근거로 많은 연구에서 이직

의도를 변인으로 활용하고 있다[29,51,52]. 따라서 본 연구에

서도 이직의도를 변인으로 활용하였으며, 이상의 선행 연구

를 바탕으로 이직의도를 “조직을 떠나려는 의식적이고 의도

적인 계획”으로 정의한다[47].

E. 조직지원인식과 업무몰입,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많은 선행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과 업무몰입 간의 정적

(+)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지원인식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본인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려는 태도를 보인

다[35]. Saks(2006), 김유찬과 송해덕(2015)의 연구에서 조직

지원인식은 업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37,53]. 조직지원인식, 자기효능감, 업무몰입과 그

에 따르는 결과변인의 관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으며[54], 조직지원인식과 상사지원인식, 업무몰입, 지식

공유, 혁신업무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Kim 외(2018)의 연구

에서도 조직지원인식은 업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사회적 교환 

이론에 근거하여 조직지원인식이 구성원의 업무몰입에 영향

을 미친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이끌어내고, 두 변인 간 긍정

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15,34].
이와는 반대로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를 다룬 연구에

서는 두 변인 간 부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36,55,56]. 특
히 Rhoades와 Eisenberger(2002)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의 메타 분석을 통해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간 부적

(-) 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36]. 상

사지원인식과 조직지원인식, 이직의도를 직무적합도와 개인

적 희생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연구에서도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간 부적(-)인 직·간접 관계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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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식과 업무몰입 향상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게 된다[13, 
14]. 비록 조직구성원들이 일학습병행 참여 후 해당 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학위나 자격

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이

직의도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24].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일학습병행 참여 여부가 조직지

원인식과 업무몰입, 이직의도 간 구조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

로 진행된 조현정과 김우철(2019)의 연구에서 조직지원인식

과 업무몰입, 이직의도 간 구조적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14], 일학습병행 맥락에서 세 변인 사이의 구조적 

관계가 유의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63].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집단 간 비교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

학습병행이 실제로 기업에 얼마나 유익한 효용을 제공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지원인식과 업무몰입, 이직의도를 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 일학

습병행 참여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

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5. 조직지원식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업무몰입의 

매개효과는 일학습병행 참여 여부에 따라 조

절될 것이다. 
연구가설 6. 조직지원식과 이직의도 사이의 직접효과는 일

학습병행 참여 여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A. 연구모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조직지원인식, 업무몰입, 이직의도, 
일학습병행 참여여부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조직

지원인식, 업무몰입, 이직의도는 다중지표로 구성된 잠재변

인이고 일학습병행 참여여부는 단일지표로 구성된 잠재변인

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B.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학습병행의 맥락에서 조직지원인식, 업무몰

입,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

을 확인하는데 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중소기

업의 근로자와 참여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

연구가설2. 조직지원인식은 이직의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3. 업무몰입은 이직의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4. 업무몰입은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F.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조건부 직·간접 효과

일학습병행은 기존 교육체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역량

과 실제 업무수행 시 필요한 역량과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19]. 따라서 일학

습병행의 목적에 근거하여 기업은 신입직원들의 업무수행역

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조직

구성원들은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4]. 그러나 이와 달리 실제 일학습병행

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부분 정부지원금 수령 등 금전적 이유

와 더불어 잦은 이직으로 인한 구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학

습병행에 참여하게 된다[62]. 이는 기업이 일학습병행을 통

해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할지라도 이러한 역량 향상

이 조직구성원의 이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

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10]. 반면, 일학습병행

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조직몰입과 업무몰입이 향상되고 

이직의도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10,13]. 왜냐

하면 일학습병행 참여를 통해 조직구성원은 지속적인 숙련

향상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정상적으로 수료 

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중 학위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성취동

기가 높게 나타났고, 자격을 취득하는 참여자는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24]. 이는 일학습병행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학

위 또는 자격이 조직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위 또는 자격은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이 조직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보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이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조직구성원은 체계적인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 OJT) 및 

현장외훈련(off the job training, Off-JT)을 통해 실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점차적으로 상급자

의 지시에 의한 단순 업무 반복에서 벗어나 몰입해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업무몰입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결정 요인이며[44], 이러한 구성원의 조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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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누구나 동의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200개 이상이면 모델 검증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

으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

였으며, 각 설문을 실시하기 전 연구를 위한 설문 목적을 밝

히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먼저 일학습병행 참여 집단은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 전담인력 양성과정에 참여한 기업현장교사와 일학습병

행 참여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공동훈련센터의 담당자를 통

해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의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수집하였

다. 설문은 구글(google)의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를 이용하

여 2018년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약 2개월 간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조직구성원 396명이 응답하

였으며, 이 중 인구통계학적 문항에서 대기업 종사자, 부장/
임원 등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이 아닌 조직의 구성원과 

일학습병행 참여 중소기업의 근로자이나 교육훈련 참여자가 

아닌 조직구성원으로 확인되는 75개의 응답을 확인 후 제거

하여 총 321부의 설문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특성 상 답변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항목으

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측치는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근

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을 통해 설문을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마찬가지로 구글의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를 활용하였으며, 설문 수집 기간은 2018년 8월 말부

터 12월 초까지 약 3개월 간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

집한 478명의 응답 중 중복, 결측치, 중견기업 근로자에 해

당하는 설문 응답 183개를 제거하여 295개의 데이터를 연구

에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 적정한 표본크기에 

그림 1. 연구모델

Fig. 1. Research model.

표 1. 표본의 특성(N=616)

Table 1. Characteristic of sample(N=616) 

구분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488 79.2

여성 128 20.8

일학습병행

참여 여부

참여 321 52.1

미참여 295 47.9

연령

10대 179 29.1

20대 171 27.8

30대 117 19.0

40대 118 19.2

50대 이상  31  5.0

직위

사원 345 56.0

대리  59  9.6

과장  77 12.5

차/부장 135 21.9

근속연수

1년 미만 206 33.4

1년~5년 223 36.2

6년~10년 107 17.4

11년~15년  55  8.9

16년 이상  2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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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축약된 버전이 개발되었다[41,65]. 본 연구에서는 

Kim 외(2018)의 연구에서 활용한 UWES-9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9문항,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나는 일을 할 때, 내 자신이 힘차고 활기 있다고 느낀다.’ 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17]. 선행연구의 Cronbach’s α
는 .946으로 나타났다[17].

마지막으로 이직의도의 측정도구는 Tett와 Meyer(1993)의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을 Kim(2014)이 번안하여 활용한 문항

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47,58]. 문항 수는 3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향후 1년 동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계획이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
행연구의 Cronbach’s α는 .71로 나타났다[58]. 각 측정도구에 

관한 상세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D. 분석방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구조방정식 모

델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델을 평가하기 전 예비분석의 단계로 본 연구

에서 사용되는 변인들에 대한 동일방법편의, 정규성, 측정도

구의 신뢰도,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모델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자료의 비

정규성에 대비해 Satorra-Bentler χ2 기반의 강건한 최대우도

법(Robust Maximum Likelihood, Robust ML)을 활용하였다

[66]. 이와 더불어 절대적합지수 중 RMSEA, SRMR과 상대

적합지수 중 TLI(NNFI), CFI를 활용하여 모델 적합도 평가 

기준(RMSEA<.10, SRMR<.08, TLI>.90, CFI>.90)을 바탕으로 

전반적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였다[67,68]. 또한 본 연구의 연

구모델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와 더불어 잠재변인 조건부 

간접효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상호작용을 제외한 

기저 연구모델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

로 알려져 있다[64]. 따라서 각 집단별 200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16
개의 데이터를 SPSS와 Mplu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616개 응답의 성비는 남성 79.2%(488명), 여성 20.8%(128명)
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10대 

29.1%(179명), 20대 27.8%(171명), 30대 19.0%(117명), 40대 

19.2%(118명), 50대 이상 5%(31명)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

는 1년 미만 33.4%(206명), 1년 이상~5년 미만 36.2%(223
명), 6년 이상~10년 미만 17.4%(107명), 11년 이상~15년 

미만 8.9%(55명), 16년 이상 4.1%(25명)이며, 직위는 사원 

56.0%(345명), 대리 9.6%(59명), 과장 12.5%(77명), 차/부장 

21.9%(135명)로 나타났다. 

C.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연구모델

의 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변인

별 측정도구는 해외에서 개발한 원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선

행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직지원인식

은 Eisenberger 외(1986)가 개발한 SPOS(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를 요인적재량이 높은 6개 문항으로 축

약하여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15,17]. ‘우리 회사는 내가 

최대한 업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의 Cronbach’s α는 .956
으로 나타났다[17].

업무몰입 측정도구는 HRD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

이는 UWES(Utrecht work engagement scale)-9 척도를 사용

하였다. UWES 측정도구는 업무몰입의 하위 변인인 활력, 헌
신, 몰두와 관련된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후 9개 

표 2. 측정도구

Table 2. Measurements

구분 측정도구 출처 문항수(개) 척도
선행연구

Cronbach’s α

조직지원인식

(POS)
Survey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SPOS)

Eisenberger et al. (1986)
Kim et al. (2018)

6 7 .956

업무몰입

(WE)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UWES-9)

Schaufeli et al. (2002)
Kim et al. (2018)

9 7 .946

이직의도

(TI)
Turnover Intention Scale(TI)

Tett & Meyer (1993)
Kim(2014)

3 5 .710

인구통계 성별, 일학습병행 참여 여부, 연령, 직위, 근속연수 5 - -

합계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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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준(>.7)[73]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할 만한 수준

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표 3 참
조), 모든 이변 상관계수의 크기가 .85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68].
변인들의 단변량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 개별 변인의 왜

도와 첨도 값을 분석하였고, 다변량 정규성은 대부분의 경우 

단변량의 정규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하였다[66,67]. 단변량 정규성 검정(│왜도│<2, │첨도│

<7) 결과 약간의 비정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74], 데
이터의 비정규성을 처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 최

대우도법 대신에 Satorra-Bentler χ2를 활용한 강건한 최대우

도법(Robust ML)을 적용하여 연구 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

를 분석하였다.

B. 연구모델 평가 및 연구가설 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델은 잠재변인 간 직접효과

와 매개효과 그리고 조건부 효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heung과 Lau(2017)가 제시한 분석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

는 변인 간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기저 연구모델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연구모델 적합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연구모델 분석을 통해 비조건부/조건부 효과를 

검정하였다[69]. 본 연구의 기저 연구모델(full model)은 측정

모델(measurement model)과 동치모델로서 전반적 적합도 지

수와 자유도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기저 연구모델의 전반

적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강건한 최대우도법을 활용한 기저 연구모델의 전반

적 적합도 지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반적 적합도 지

수 평가결과 SB χ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χ2(30)=192.148, p<.001) exact-fit 가설 검정이 기각되었으

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평가 기준을 충족(RMSEA= 

.094[<.10], SRMR=.036[<.08], TLI=.934[>.90], CFI= 

고, 그 다음으로 상호작용을 포함한 연구모델을 분석하여 잠

재변인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정하였다[69].
셋째, 연구모델에서 부적해(improper solutions) 존재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모델의 개별 모수 추정치의 크기와 방향 

및 음분산과 범위를 초과하는 상관관계(>1) 등을 확인하였

다[68]. 그리고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연구모델의 표준

화 추정치 결과를 사용하였고, 연구 모델의 조건부 효과(조
건부 간접효과, 조건부 직접효과)와 비조건부 효과(직접효과,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분석 결과 추정치가 비편향적

(unbiased)이고 검정력(power)이 더 높은 베이지언(Bayesian) 

방법을 활용하였다[70].

IV. 연구 결과

A. 데이터 예비분석

데이터의 예비분석(preliminary data analysis)의 일환으로 

동일방법편의, 측정도구의 신뢰도, 상관관계 및 정규성을 분

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동일방법

편의 이슈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단

일요인모델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추정 결과 Satorra-Bentler 
χ2(152)=1859.570, p<.001, RMSEA=.135, SRMR=.094, 

TLI=.722, CFI=.753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설문 데이터는 

동일방법편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중 조직지원인식과 업무몰입은 다

양한 선행 실증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된 타당성의 근거를 바

탕으로 변인 분포의 비정규성 완화와 모수 추정의 안전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방법을 활용하

였다[71,7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조직지

원인식(α=.907), 업무몰입(α=.950), 이직의도(α=.938) 모두 수

표 3. 잠재변인 간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latent variables

잠재변인 M SD α 1 2 3 4

1. 조직지원인식(POS) 4.483 0.988 .907 1

2. 업무몰입(WE) 3.899 1.039 .950  .673*** 1

3. 이직의도(TI) 2.233 0.938 .839 -.755*** -.669*** 1

4. 일학습병행 참여(WLDS)a 0.521 0.500 -  .376***  .435*** -.504*** 1

***p<.001, M=평균, SD=표준편차, α=Cronbach’s alpha, a=단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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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된 매개효과 검정(moderated mediation effect): 

ωWLDS=1 - ωWLDS=0 = a1×b2 + a3×b1 + a3×b2

조건부 직접효과(conditional direct effect): 

θPOS→TI = c1' + c3'×WLDS

조절된 직접효과 검정(moderating effect): 
θPOS→TI(WLDS=1) - θPOS→TI(WLDS=0) = c3'

a1 = POS → WE, a3 = POS×WLDS → WE, b1 = WE → TI,  
b2 = WE ×WLDS → TI, c1' = POS → TI, c3' = POS×WLDS 
→ TI

WLDS (0 = 일학습병행 미참여 중소기업, 1 = 일학습병행 

참여 중소기업)

연구모델 분석결과 직접효과의 경우 조직지원인식과 일

학습병행 참여의 상호작용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c3′= 

-0.154, p<.05)을 제외한 개별 잠재변인의 직접효과와 잠재변

인 간 상호작용항의 직접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다음으로 연구모델의 단순 매개효

과,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직접효과(조절효과)를 검정하

였다(표 6 참조).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업

무몰입의 단순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956[>.9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해(improper 

solutions)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수 추정치의 방향과 

크기, 오차 분산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수 추정치에 있어서 측정모델의 모든 요인 적재

량이 .7 이상(<.5)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t>1.96, p<.05) 것으

로 나타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하였고[75], 기저 연구모델의 표준화경로계수도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1.96, p<.05). 따라서 전반

적 적합도 지수 및 잠재적 부적해의 전체 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기저 연구모델은 수집된 데이터와 적절하게 

부합되고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단계의 기저 연구모델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상

호작용항을 포함한 연구모델 분석을 통해 조건부 효과를 포

함한 모든 효과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델

은 조건부 직간접 효과를 포함하는 모델로서 Hayes(2013)가 

제시한 조건부 효과 모델 중 Model 59번에 해당한다[76]. 이 

모델에 대한 회귀 방정식을 바탕으로 조직지원인식이 업무

몰입을 통해 이직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있어서 일학습

병행 참여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ω)와 조직지원인식이 이

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있어서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

른 조건부 직접효과(θPOS→TI)는 아래와 같다.

조건부 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 

ω = (a1 + a3×WLDS)(b1 + b3×WLDS)

표 4. 기저 연구모델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

Table 4. Overall fit indices of the underlying research model

Model Satorra-Bentler(SB) c2 df RMSEA SRMR TLI CFI

기저 연구모델 192.148, p<.001 30 .094 .036 .934 .956

표 5. 베이지언 방법을 활용한 연구모델의 직접효과 검정

Table 5. Testing direct effects of the research model using the Bayesian method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표준화 추정치 p

POS → WE(a1) 0.778 0.059 0.678 <.05

POS → TI(c1′) -0.596 0.071 -0.537 <.05

WE → TI(b1) -0.222 0.049 -0.229 <.05

WLDS → WE(a2) 0.331 0.078 0.146 <.05

WLDS → TI(c2′) -0.288 0.076 -0.131 <.05

POS×WLDS→WE(a3) 0.427 0.108 0.186 <.05

WE×WLDS→TI(b2) -0.246 0.095 -0.127 <.05

POS×WLDS→TI(c3′) -0.154 0.132 -0.069 >.05(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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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b2=-0.384, 95%CI[-0.680, -0.138]). 구체적으로,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업무몰입의 매개효과는 조직지원인식이 증가할

수록 업무몰입의 매개를 통해 이직의도가 감소하는데, 이러

한 감소효과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일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상의 연구모델의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건부 효과에 대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

정한 결과, 가설 6의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조직지원인식

과 이직의도 사이의 조건부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고, 그 외의 모든 가설(가설

1~가설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연구가설의 검정결과는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다(a1b1=-0.172, 95%CI[-0.253, -0.099]). 조직지원인식과 이직

의도 간의 직접효과가 일학습병행 참여 여부에 따라 조절되

는지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직접효과

와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직접효과는 각

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직접효

과의 차이(조절된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c3′=-0.154, 95%CI[-0.413, 0.102]). 업무몰입의 

매개효과가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라 조절되는지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매개효과와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매개효과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

의하고,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매개효과의 차이(조절된 매

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1b2＋a3b1＋

표 6. 베이지언 방법을 활용한 연구모델의 매개효과, 조건부 간접효과, 조건부 직접효과 검정

Table 6. Testing mediating effect and conditional direct/indirect effects of the research model using the Bayesian method

구분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Lower 95% CI Upper 95% CI

단순 매개효과(a1×b1) -0.172 0.039 -0.253 -0.099

일학습병행 미참여 중소기업의 조건부 간접효과 

(WLDS=0, a1×b1)
-0.172 0.039 -0.253 -0.099

일학습병행 참여 중소기업의 조건부 간접효과 

(WLDS=1, a1×b1＋a1×b2＋a3×b1＋a3×b2)
-0.557 0.163 -0.905 -0.262

조절된 매개효과(조절된 매개지수)

(a1×b2＋a3×b1＋a3×b2)
-0.384 0.137 -0.680 -0.138

일학습병행 미참여 중소기업의 조건부 직접효과

(WLDS=0, c1′)
-0.596 0.071 -0.739 -0.462

일학습병행 참여 중소기업의 조건부 직접효과

(WLDS=1, c1′＋c3′)
-0.750 0.191 -1.126 -0.384

조절된 직접효과(c3′) -0.154 0.132 -0.413 0.102

CI = 신뢰구간. 검정결과 조절된 직접효과를 제외한 모든 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 값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함.

그림 2.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업무몰입의 조절된 매개효과

Fig. 2.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work engagement by participating in W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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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자신의 업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으며, 이직의도는 낮

아진다는 것이다[1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의 지원에 대

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이 본인의 업무에 대한 태도와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조직지원인식이 업무몰

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15,17,34,35,37, 
53,54]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사이의 강한 부적(-)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15,36,55-57], 높은 업무몰입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16,53,58-60], 조직지원인식과 이직

의도 간 업무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14,53,61]
를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과 업무몰입, 이직의도의 관계가 기존에 이루

어진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다시금 확인함

으로써 조직지원인식, 업무몰입, 이직의도와 관련된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구성원의 이탈을 우려하는 중소

기업이[10,14]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조직

지원인식과 업무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일학습병행을 포함하여 조

직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인식하는 조직구성

원은 타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더 이상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직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한 

채 남아있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조직지원인식은 성과급과 같은 금전적 보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또는 일학습병행과 같은 교육훈

련 기회 제공, 조직 내 의사결정 참여 보장 등 구성원에게 유·
무형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보상을 조직구성원이 인식함으로

써 형성되는 조직에 대한 믿음이다[15,31]. 따라서 외재적 보

상을 제공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구성원의 조직지원

인식과 업무몰입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제

도, 일학습병행, 사업주 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지원인식과 업무몰

입, 이직의도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두 집단 간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일학습병행의 효과성을 실

증하며, 이를 통해 학문적 논의와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

집한 자료 중 적합한 연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설문 

응답을 제외하고, 일학습병행 참여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

으로 321부, 일반 중소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295부를 수집

하여 총 61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모델 평가 전 동일

방법편의, 정규성, 측정도구의 신뢰도, 상관관계 등의 데이터 

예비분석을 수행하였고, Cheung과 Lau(2017)가 제시한 2단
계 분석 절차에 따라 변인 간 상호작용항을 제외한 기저 연

구모델의 전반적인 연구모델 적합도를 확인한 후,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연구모델의 비조건부/조건부 효과를 분석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69]. 
분석 결과, 기저 연구모델의 전반적 적합도 지수는 

RMSEA=.094[<.10], SRMR=.036[<.08], TLI=.934[>.90], CFI= 

.956[>.90]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지원인식과 

일학습병행 참여의 상호작용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c3′=-0.154, p<.05)와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직접효과의 차

이(조절된 직접효과)(c3′=-0.154, 95%CI[-0.413, 0.102])를 제

외한 비조건부/조건부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기반

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 업무몰입, 이직의

도 간 구조적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중소기업 구성원이 조직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표 7. 연구가설 검정 결과

Table 7. Testing research hypotheses
연구가설 검정결과

가설1 조직지원인식은 업무몰입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2 조직지원인식은 이직의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3 업무몰입은 이직의도와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4 업무몰입은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가설5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업무몰입의 매개효과는 일학습병행 참여 여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채택

가설6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사이의 직접효과는 일학습병행 참여 여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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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실제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에서는 일

학습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 참여 조

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들을 고려하여 조직의 지원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

한 조직지원인식 고취보다 업무에 몰입하도록 하는 업무 환

경 조성,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과정 설계 시 몰입에 효과적인 

내용과 방식을 고려하는 등의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이는 

효과적인 일학습병행 운영을 위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

어 교육을 위한 과정개발, 현장훈련 진행을 위한 교수법, 교
육훈련 결과 도출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 일학습병행 참여자

들에 대한 상담 등의 활동이 시의적절하게 설계되고 수행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실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인력의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학습병행 전담인력 양성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일학습병행은 2020년 8월 말부터 법률 차원의 본격

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7], 정부에서는 일학습병행의 성

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일학습병행과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관계자들에게 일학

습병행 관련 법률의 제정,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선정 및 모

집 확대 등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효과

성과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하고, 사업 참

여 독려 및 확장에 활용 가능한 학문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

였다. 또한 일학습병행을 실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조직

구성원의 업무몰입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

과를 밝힘으로써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지원, 인력 양성 과정 설계 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일학

습병행 참여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훈련 설계 시 구성원의 업무몰입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방식에 대한 교육과 실습 및 평가 관련 과정 개발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일학습병행을 운영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 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세 변

인 간 구조적 관계의 조절효과 분석 시 기존에 통용되는 

Hayes(2013)의 Process macro가 아닌 Mplus를 사용하여 측정

오차를 고려한 순수한 구조관계 추정과 잠재변인의 동시 추

정이 가능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

고자 하였다[64,76]. 또한 연구 모델의 조건부 효과를 검정하

기 위해 분석 결과 추정치가 비편향적(unbiased)이고 검정력

(power)이 더 높은 베이지언(Bayesian)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델의 조건부 직·간접 효과 

련 등의 교육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 지원 사업 등에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과 업무몰입, 이직

의도의 구조적 관계에서 일학습병행 참여 여부의 조건부 직·
간접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직지원인식이 이직의도에 미치

는 직접효과는 일학습병행 참여 집단과 미참여 집단 모두 유

의하였고 일학습병행 참여 집단에서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

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학습병행 참여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 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간 관계가 조

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학습병행 참여 조직

구성원이나 미참여 조직구성원 모두 조직지원인식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난다.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는 강

한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15,36,55-57], 구성원

의 조직지원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학습병행 참여 

중소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했을 때 일

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간 경로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하여 조

직지원인식을 제고할 방안을 찾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일학습병행 참여 조직구성원

의 업무몰입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왜냐하

면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업무몰입의 매개효과와 그 효과의 차이

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학습병행 

참여 조직구성원과 미참여 조직구성원 모두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도 사이에서 업무몰입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 두 집단 간 매개효과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이는 일학습병행 참여에 따라 조직지원인식과 이직의

도 간 관계에서 업무몰입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결

과적으로 비교군보다 낮은 이직의도로 이어진다는 의미이

다. 분석 결과, 일학습병행 참여 조직구성원의 조건부 간접효

과는 -0.557(95%CI[-0.905, -0.262])로 나타났으며, 일학습병

행 미참여 조직구성원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0.172(95%CI[-
0.253, -0.099])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조직구성원의 이직

의도가 두 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는 그동

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일학습병행의 효과를 실증함으로써

[13,62] 일학습병행 관련 연구의 학문적 지평을 확장하였다

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조건부 간접 효과의 차이에 대한 검증결과는 일학

습병행에 참여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대표나 인사담당자에게 

일학습병행 참여의 효용성을 제시하며, 일학습병행에 참여

하는 중소기업의 대표, 인사담당자 등에게는 일학습병행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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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 Y. Kim and W. S. Jang, “The effect of corporate sup-

port in learning on individual participation in learning and 

organizational learning,”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
cation Research, vol. 29, no. 3, pp. 133-156, September 

2010.

[5] L. J. Bassi and M. E. Van Buren, “Sharpening the leading 

edge,” Training and Development, vol. 53, no. 1, pp. 23-

33, 1999.

[6]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Work-
Learning Dual System Operating Manual, December 

2019.

[7] MOEL, Explanatory Data for Enactment of Enforce-

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of ‘law on support 

for work-learning dual system at industrial sites’, March 

2020.

[8] N. J. Allen and J. P. Meyer,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tactics: a longitudinal analysis of links to newcomers’ 

commitment and role orientation,” Academy of Manage-
ment Journal, vol. 33, no. 4, pp. 847-858, November 

1990.

[9] S. Kim, Personnel Management Theory, Seoul: Muyok 

Publisher, 1999.

[10]  S. Ga, D. Yoon, and S. Han, “The effects of SME em-

ployee’s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organization com-

mit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LMX,” Korean Jour-
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4, no. 6, pp. 83-100, 

December 2016.

[11] K. Kraiger, D. McLinden, and W. J. Casoer, “Collaborative 

planning for Training Impact,” Human Resource Manage-
ment, vol. 43, no. 4, pp. 337-351, November 2004.

[12] P. M. Wright and G. M. Geroy, “Changing the mindset: 

the training myth and the need for world-class perfor-

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
agement, vol. 12, no. 4, pp. 586-600, 2001.

[13] W. Kang and W.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 and training satisfaction at work and learning 

dual system apprenticeships in Korea, work engagement, 

and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
ment & Learning, vol. 14, no. 1, pp. 53-86, March 2019.

[14] H. Jo and W.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

ceived organization support, work engagement, knowl-

edge sharing intention and turnover intention: focusing 

on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분석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학문적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국내 중소기업 조직구성원을 대상으

로 편의표집한 표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에 따

른 요인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추후 연

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면 더욱 의미 있

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횡단적 방법을 활용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개인이 

인식하는 상태에 관한 문항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

다. 따라서 응답에 오류가 있을 확률이 존재하며, 편향적으로 

답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

학습병행 참여 중소기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지원

인식, 업무몰입, 이직의도의 구조적 관계와 조절효과를 살펴

보았으나 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이 다양하게 존

재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직무성과, 프로티언 경력태도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

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일학습병행 참여 조직구성원의 인식

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일학습병

행의 운영 주체인 기업현장교사나 기업의 인사담당자 등 일

학습병행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연구함

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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