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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업 입장에 있어서 교육훈련은 양날의 칼과 같다.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헌신한다면 생산성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지만, 떠난다면 기업에게 있어 오히려 손해이다. 실제로 이직

률에 대한 기존 문헌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의 이직률 감소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 부정적, 무의미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기초하여 교육

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수를 직종

(블루칼라, 제조업·서비스업 화이트칼라) 및 복리후생투자로 제시

하였다. 인적자본기업패널(2009년∼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한 결과, 블루칼라보다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교육훈련의 역설적

상황(Training’s Paradox: 가르치면 떠나는 모순적 상황, 즉 교육

훈련과 이직률 간 정(+)적 관계현상)의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블루칼라의 경우 복리후생투자가 높을수록 교육

훈련투자의 자발적 이직률 감소효과가 더욱 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비스업 화이트칼라의 경우 복리후생투자 수준이 높을수

록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정(+)적 관계가 약화되는 경

향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 논문의 결과는 지난 10년 간 교육훈련

과 복리후생을 비용으로 바라보며 그 투자액을 삭감하는 실무진에

게 두 제도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환기시켜줄 수 있을 것

이다.

주요어 :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투자, 복리후생, 직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 번 : 2015-2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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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에 의하면, 일정기간 동안 기업

의 교육훈련과 직무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가진 인적자본은 모방이

어렵고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다만,

이 때 이러한 소중한 인적자원의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경

쟁우위 전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만큼 기업의 자발적 이직률

(voluntary turnover rate)이란 지표는 기업의 성과와 성장에 무시하지

못 할 지표이다. 또한, 자발적 이직은 여러 지식이 축적된 인적자본

(Human Capital)의 유출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선발 및 또 다른 교육훈

련 시행이란 추가비용까지 기업차원에서 떠안아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정진철,

2008; Shaw, Gupta, & Delery, 2005; Shaw, Park, & Kim, 2013). 이점

에 착안하여 과거 많은 연구들은 기업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개인수준 및 조직수준에서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나 <표 1>

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룹 및 조직수준에서의 집합

적인 이직(collective turnover)에 대한 문헌이 급증하였다(Hausknecht &

Trevor, 2011). 이는 그 동안 개인수준에서 종속변수로 측정되는 이직의

도 및 이직유무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직관련 문헌의 움직임으로

도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 이직의도보다는 그룹/조직수준의 집합적인

이직이 기업 전체의 성향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기에 연구진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표 1>을 보

면, 거시수준에서도 자발적인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에 비해 이직관련 문

헌에서 더 많이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구 자료의 측정

기간이 대부분 1년 이하였다는 한계점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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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집합적 이직(Collective turnover) 연구 특성

구분 세부구분 빈도(%) 비고

연구에서

이직률 역할

독립변수 31

집합적인 이직

(collective

turnover)

115개 연구논문

대상 통계수치

종속변수 63
매개변수 3
조절변수 1
통제변수 2

조사한

이직률의 종류

총 이직 43
자발적 이직 46
비자발적 이직 11

측정 기간
1년 미만 21
1년 72

1년 이상 7

출판년도

2000-2010 66
1990-1999 19
1980-1989 12
1980이전 3

출처) Hausknecht & Trevor (2011)

집합적인 이직률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조직수준에서 이직을 줄이

는 선행요소로서 다양한 HR제도들이 제시되고 있다(옥지호·박오원,

2018; Hausknecht & Trevor, 2011; Heavey, Holwerda, & Hausknecht,

2013). 대표적으로 유인(inducement)과 투자(investment), 몰입

(commitment) 등의 개념으로 각종 HR제도들이 구분 및 병합되어 이직

방지의 선행요소로서 제시가 되는데, 개별적인 제도로는 주로 복리후생

제도(Welfare Benefits), 차별적인 보상(성과급제 등), 선발제도(Staffing),

교육훈련(Training), 고용안전 제도 등이 제시되고 통합된 HR시스템으로

는 고몰입 HR시스템(High-Commitment HR System), 고성과 작업시스

템(High-Performance Work System) 등이 제시된다(Cappelli &

Neumark, 2001; Detert, Trevino, Burris, & Andiappan, 2007; Ferrattet,

Agarwal, Brown, & Moore, 2005; Heavey et al. 2013; Shaw, Delery,

Jenkins, & Gupta, 1998; Van Iddekinge, Ferris, Perrewe, Perryman,

Blass, & Heetderk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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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HR제도들 중 교육훈련(training) 제도의 이직률에 대한

결과는 사뭇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직에 대한 과거 문헌에서 이직의도와

이직률 감소에 대한 선행요소로서 교육훈련제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투

자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실증적으로 감소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도 많지만(김민경·나인강, 2012; 나영선, 2013; 나인강, 2010; 남정

민·전병준, 2012; 배수현·최수정, 2016; 오선희·전인, 2016; 옥지호·박오원,

2018; 이나림·정홍열, 2017; 임정연·이영민, 2010; 조세형·윤동열, 2013;

Benson, Fine, & Mohrman, 2004; Detert et al., 2007; Ferrattet et al.,

2005; Gelade & Ivery, 2003; Georgellis & Lange, 2007; Hausknecht &

Trevor, 2011; Heavey et al., 2013; Koster, de Grip, & Fouarge, 2011;

Malos & Campion, 2000; Lee & Bruvold, 2003; Paul & Anantharaman,

2003; Ryan, Schmit, & Johnson, 1996; Van Iddekinge et al, 2009), 일부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이 이직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고 보고 하기도 한다(Haines, Jalette, & Larose, 2010; Lincoln &

Kalleberg, 1996; Price & Mueller, 1981; Trevor, 2001; Trevor &

Nyberg, 2008; Shaw et al., 1998). 즉, 교육훈련의 이직률에 대한 영향은

부정적일 때도 있다는 것으로 교육훈련의 역설(Training’s Paradox: 가

르치고 나면 떠나는 현상)이 기업 내 존재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또한 교육훈련의 이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동

시에 한 기업 내에 나타난다면 상쇄효과(trade-off)로 인해 교육훈련의

이직률에 대한 영향력이 무의미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연

구에서도 교육훈련제도 또는 인적자원개발제도가 이직과 통계적으로 관

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Batt, Colvin, & Keefe, 2002; Cho,

Woods, Jang, & Erdem, 2006; Gardner, Wright, & Moynihan, 2011;

Ngo, Turban, Lau, & Lui, 1998; Subramony, 2009; Zheng, Morrison, &

O’Neill, 2006).

본 연구는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훈련투자와 이직률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두 변수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자원기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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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based view) 및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의거하여 가치 있고 희귀하며 모방

이 힘든 인력을 육성 및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제도와 그 제도

의 자발적 이직감소 효과 유무를 재검토해보겠다. 특히나 기존 문헌에서

는 교육훈련투자와 이직률 간 관계에 직종(Occupational Group: 제조업

블루칼라, 제조업 화이트칼라, 서비스업 화이트칼라)별로 차이가 있는지

에 주목하지 못했던 점에 착안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기업 내 직

종(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또는 생산기능직과 사무관리직)에 따른 차이

와 산업(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따른 화이트칼라 집단 간 차이에 주목하

며, 어떤 직종 그룹에 따라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 양상

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같은 조직에 소속해

있더라도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간 직무의 특성 및 인정받는 가치는 사

뭇 상이하고, 무엇보다 직무환경 및 외부노동시장의 수요수준이 다를 것

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가설을 세워보겠다. 둘째, 인적자

본이론에 따라 교육훈련은 내부 인적자원의 외부 이동성(mobility)을 증

가시킬 수도 있기에, 이러한 교육훈련의 역설적인 영향력을 약화시켜주

거나 교육훈련과 이직률 간 부(-)적인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HR제도에

대한 추가고찰을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복리후생투자로 제안하겠

다. 보상은 크게 금전적인 요소와 비금전적인 요소로 나눠볼 수 있다. 금

전적인 보상에는 성과급과 같은 가변적인 보상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금전적인 보상에 비해 변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금전적인 보

상 제도들은 종류와 상황에 따라 이직률에 대한 영향력이 다양하게 나올

것이지만, 복리후생제도는 그에 비해 덜 가변적이기에 이직률을 낮추는

데 더 유의미한 조절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효율임금가설

에 따라 복리후생과 같은 비금전적인 보상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근로자들에게 기업 잔류의 매력도(이직이란 대안의 기회비용)를 직·간접

적으로 높여(Heavey et al., 2013; Lincoln & Kalleberg, 1996; Shaw et

al., 1998) 교육훈련투자와 함께 이직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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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연구들의 이러한 부족한 점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

력개발원(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a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조사하여 정리한 인적자본기업패널(이하 HCCP: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이란 패널자료 중 3차(2009년)부터 7차(2017년)

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 그

리고 직종 및 복리후생투자의 두 관계 조절여부를 분석하겠다. 그 후 분

석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제 1 절 교육훈련투자와 이직률

1. 교육훈련투자와 이직률 간 부(-)적 관계

(교육훈련투자의 이직 감소에 대한 긍정적 영향)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에 의하면, 투자 설비와 같이 근

로자들의 인적자본에 대해서도 개발 및 투자를 하면 그들의

KSA(knowledge, Skill, Ability)와 동기 등이 향상되어 직무와 관련된 인

적자본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경제학만이 아닌 심리학과 관련된 이론으로도 교육훈련 제도의 이직감소

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사회교환이

론(Social Exchange Theory)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기업 차원에서 제공

되는 일련의 교육훈련 관련 제도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시 자신의 기능적

/관리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조직의 지원(Organizational support)을 받고

있다는 호혜적인 인식을 높이게 된다. 결국 해당 기업을 떠날 요인이 줄

어들게 되고, 근로자들은 교육훈련제도를 통해 향상시킨 능력을 해당 기

업에 호혜적으로 되돌려주게 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성과가 향상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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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기도 한다(Aguinis & Kraiger, 2009; Cropanzano & Mitchell,

2005; Kraimer et al., 2011; Tsui et al., 1997). 또한 조직몰입이론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ory)에 의하면, 교육훈련투자로 인해 근

로자의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증가하게 되어 회사를 떠날 요인이 줄어들

게 된다(Hausknecht & Trevor, 2011; Heaey et al., 2013).

교육훈련제도들은 넓은 의미에서 인적자원개발(이하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제도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 인

적개발 원천(Developmental resource)은 공식 교육제도와 비공식/관계

기반 개발활동으로 나뉜다(Hall, 1996; Sturges, Guest, Conway, &

Davey, 2002). 예를 들어, 공식 교육훈련제도는 트레이닝 워크샵, 직무순

환, 각종 교육 지원금, 개발 기회, 개발을 위한 능력평가, 커리어 센터 등

이 있고, 비공식 교육훈련 활동으로는 리더와 맴버 간 발전적인 교환관

계(LMX), 커리어 멘토링(선배의 후배를 위한 직무 지도) 등이 있다

(Benson et al., 2004; Kraimer et al., 2011; Trevor & Nyberg, 2008). 하

지만 핵심적인 교육훈련 효과성 향상과 다채로운 인적개발제도의 도입을

위해 사전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수준일 것이고,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교육훈련투자의 이직률에 대

한 영향력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생산성 및 생존성과 직결되는 사내 인적자본 수준의

증가와 이직감소효과는 기업의 교육훈련(또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

자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특히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향상된 인적자본

의 활용도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이직감소효과가 담

보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동안 많은 실증연구들은 이를 검

증해내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이직 간 부(-)적인 관계에 주목하였다. 교

육훈련 제도와 이직 간 부(-)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해외논문들

의 주요 논거와 발견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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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훈련제도와 이직 간 부(-)적인 관계 연구 (해외논문)

저자 (출판년도) 주요 논거 및 발견 내용

Wayne et al.

(1997)

공식 교육제도 및 개발활동 체험에서 비롯된 개발 경

험(Developmental Experience)이 조직지원에 대한 근로

자들의 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을 향상

시켜서 궁극적으로 이직의도를 낮추고 성과평가 및 조

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을 높

임.

D. G. Allen et al.

(2003)

근로자들이 자신의 스킬과 지식을 개선시킬 기회를

많이 받을수록 조직이 자신을 지원한다는 점을 더욱 인

식하게 되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높아지게 되고, 궁

극적으로 이직의도와 이직률을 낮추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함.

특히나, 이 연구는 이직률 변수를 1년 이후에 측정한 후

관련 변수들 간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를 제시하였기 때

문에 HRD제도와 이직률 간 긍정적인 인과관계의 가능

성까지 제시함.

Lee & Bruvold

(2003)

사회교환이론에 기초하여, 405명의 미국 및 싱가폴 간

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자 개발 투자에 기업

이 신경 쓰고 있다는 인지도가 감정적인 몰입 및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줌.

Benson et al.

(2004)

미국 대규모 고기술 제조업체 내 종사하는 9,439명 조

사 결과, 교육훈련은 몰입도·충성도·사회적 교환에 긍정

적인 효과를 미치고 궁극적으로 이직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옴. 특히나, 학자금 지원(tuition reimbursement)의

경우 학위를 딴 후 후속적으로 승진이 되었을 시, 유의

미하게 자발적 이직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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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attet et al.

(2005)

IT 106개 조직을 실증 연구한 결과, 과업중심의 제도

시스템(configuration)보다 인적자본 중심의 제도시스템

(장기적 인적자원투자와 같은 교육훈련투자 포함)이 직

원 이직을 더 낮추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함. 또한 훈련

(Training)과 같은 커리어개발이 유의미하게 IT직원 이

직률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고함.

Detert et al.

(2007)

256개의 레스토랑에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 결과,

근로자들의 교육훈련과 이직률 간 통계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고, 교육훈련이 반생산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운영성과도 높여준다는 통계적 유의

성을 보여줌.

Van Iddekinge et al.

(2009)

861개의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를 대상으로 종적으로

조사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고객서비스 성과와 직원

의 회사 잔여율(retention rate)을 높여준다는 결과를 제

시함. 또한 종적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훈련과 잔여율 간

시간적 전후 관계를 고려하였을 시, 모델 적합성이 다음

의 순서대로 높다고 나왔음.

① 당해 교육훈련 → 잔여율 (제일 높음)

② 1년 전 교육훈련 → 잔여율

③ 1년 전 잔여율 → 교육훈련

Koster et al.

(2011)

독일 제약회사 조수 2,833명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일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높여주게 되어 근로자 이직의도를 낮춤.

Kraimer et al.

(2011)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제도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개발

에 대한 조직지원을 더 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for Development)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이직률

을 낮추고 기업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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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기술 회사의 엔지니어 및 로펌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부터

금융서비스 직원과 같은 경영지원 직원,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일

반 기능직종의 직원들까지 교육훈련 제도로 인해 이직이 감소할 수 있다

는 실증연구들이 다양하게 문헌 내 제시되고 있다(Benson et al., 2004;

Detert et al., 2007; Gelade & Ivery, 2003; Malos & Campion, 2000;

Paul & Anantharaman, 2003; Ryan et al., 1996). 이러한 HRD 관련 제

도 및 교육훈련투자가 이직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향은 메

타연구에서도 보고가 된다(Hausknecht & Trevor, 2011; Heaey et al.,

2013). 특히나 82개의 연구논문을 메타 분석한 Heavey et al.(2013)은 집

합적인 이직률을 낮추는 강한 선행요소로 인적자원제도의 유인책/투자

(inducement, investments)와 직무배태성 신호(embeddedness signal)를

제시하며, 교육훈련 제도가 전체적인 이직률을 줄이는데 유효한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육훈련과 이직 간 부(-)적인 관계가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대다수이다. 두 변수의 부(-)적인 관계에 대한 주

요 발견 내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Heavey et al.

(2013)

82개 연구논문을 메타 분석하여 조직수준 이직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각종 결과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논

문에 필요한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 유의미성

교육훈련
(Training)

총 이직 - O
자발적이직 + X
비자발적이직 - X

복리후생
(Benefits)

총 이직 - X
자발적이직 - O
비자발적이직 - O

가변적 급여
(Variable
pay)

총 이직 + X
자발적이직 + X
비자발적이직 + X



10

[표 3] 교육훈련제도와 이직 간 부(-)적인 관계 연구 (국내논문)

저자 주요 논거 및 발견 내용

남정민·전병준

(2011)

1차(2005년)와 2차(2007년) HCCP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 인사관리 관행이 자발적 이직률에 부(-)의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김민경·나인강

(2012)

3차(2009년) HCCP 자료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부분

적으로 지식·기술·태도 전이를 발생시키며 이직방지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함.

배수현·최수정

(2016)

5차(2013년) HCCP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훈련내용의

직무연관성에 따라 이직의도가 낮아진다고 함.

나영선(2013)

인적자본이론과 조직몰입이론 관점에서 4차(2010년)

HCCP자료를 통하여 훈련경험이 주로 남성 경력근로자

의 이직성향을 낮춘다고 보고함. 또한, 직무와 개인배경

을 통제할 시 주로 공식훈련이 남성경력자를, 비공식훈

련이 여성경력자의 이직성향을 낮춘다고 제시함.

남정민·전병준

(2012)

국내 76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몰입 인적자

원관리가 이직의도를 낮춘다고 하였는데, 교육훈련제도

및 보상제도 등이 고몰입 인적자원관리에 포함되어 있

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교육훈련투자와 다른 HR제도 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이직률 감소에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임정연·이영민

(2010)

중소제조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

한 결과 조직개발훈련이 이직률을 낮춘다고 보고함.

옥지호·박오원

(2018)

횡단면적 분석결과의 한게점을 보완하고자, 2차(2007

년)에서부터 5차(2013년)까지의 HCCP 패널 자료를 활용

하여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부(-)적인 관계

를 보고하였고, 기업특유적인 인적자본의 특성과 수준이

이 관계를 조절한다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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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교육훈련투자의 역설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었고, 본 논문은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며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인 이직률 간 관계 분석을 다시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교육훈련투자와 이직률 간 정(+)적 관계

(교육훈련투자의 이직 감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앞서 간단히 살펴봤듯이 관점을 달리하면, 교육훈련제도는 이직률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반대의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 그

주요 논거는 바로 경계조건 없는 커리어(Boundaryless Career)가 허용되

는 현대의 시장상황과 교육훈련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동자본

(Movement Capital)상승효과 때문이다. 현대 시대로 올수록, 개인의 능

력이 뒷받침 된다면 같은 산업 내 기업 간 이직 또는 산업 간 이직이 과

거와 달리 더 수월해지고 있다. 즉,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켜

어느 사용자에게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커리어를 표현한 용어가 바로 경계조건 없이 근로자들이 직접 여

러 사용자에게 자신이 쌓은 커리어 및 그 시장성(Marketability)을 제시

할 수 있는 ‘경계조건 없는 커리어’이다. 이에 파생된 개념 중 하나인 경

계조건 없는 커리어 태도(Boundaryless Career Attitude)는 승진과 임금

이외에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커리어 성공여부를 판단한다는 현

대 노동시장 내 근로자들의 행위를 표현한 용어이다(Heslin, 2005). 그만

큼 기업 내 교육훈련과 근로자들의 이직은 더욱 복잡한 관계 양상을 띨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경계조건 없는 커리어가 가능해진 노

동시장 내에서 기업 내에서 제공받은 HRD 관련 제도와 활동들은 아이

러니하게 근로자들의 이동력, 즉 이동자본을 상승시켜서 외부노동시장에

자신의 경쟁력 있는 시장성을 시그널로써 보낼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

로 HRD 활동으로 인해 향상된 숙련도를 기반으로 근로자들은 이직의도

를 높이고 타 회사나 산업으로 옮길 기회를 더 엿볼 수 있게 된다

(Trevor, 2001; Trevor & Nyberg, 2008). 이러한 개념을 인적자본이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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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확장시켜보면, 교육훈련투자로 인해 인적자본 제고됨에 따라 해

당 직무에 전문성이 증가하지만 교육훈련이 자신의 기업에 특수적인

(firm-specific) 특징을 지닐수록 외부 경쟁사에서 바라보는 전문성의 매

력도는 낮아질 것이다. 그 만큼 교육훈련을 받은 개인은 기업을 떠날 요

인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훈련은 일반적인

(general) 역량 제고의 성격도 동시에 지닐 수밖에 없기에 인적자본의

이동자본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훈련을 이수한 개인들은 이직에

대한 매력 정도가 높아지며 타기업스카우트 전문가(headhunter)의 대상

이 될 가능성도 올라간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역설

(Training’s Paradox)이란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가르치면

떠난다.’는 교육훈련의 부정적인 효과를 일컫는다. 이러한 논증을 검증해

주는 연구결과들이 다음의 [표 4]와 같이 존재한다.

[표 4] 교육훈련제도와 이직 간 정(+)적인 관계 연구

저자 주요 논거 및 발견 내용

Ito & Brotheridge

(2005)

감독자들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정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Perceived Supervisor Support for Development)이

이직의도 자체는 직접적으로 낮추지만, 동시에 근로자들

의 커리어 적응력(Career’s Adaptability)을 높여서 간접

적으로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

Kraimer et al.

(2011)

근로자들이 기업 내부에서 느끼는 커리어 기회를 감

지하는 정도에 따라서 교육훈련 경험과 기업성과/이직률

간 관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또한, 기업 외부 직무 대안(예: 경쟁사의 이직

제안 등)을 통제하여도 근로자들이 기업 내부에서 인지

하는 커리어 기회가 낮을수록, 개발지원 활동과 기업성

과 간 정(+)적인 관계는 무의미해지고, 개발지원활동과

이직률 간 부(-)적인 관계는 오히려 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흥미로운 현상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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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교육훈련 투자 및 경험이 인적자본의 가치를 향상시켜 궁

극적으로 자발적 이직 및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들도 존재한다

(Haines et al., 2010; Lincoln & Kalleberg, 1996; Price & Mueller,

1981). 국내에서는 교육훈련과 이직 간 정(+)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

명해낸 실증연구는 적으나, 이병희(2005)가 1차에서 5차년도의 한국노동

패널을 활용하여 훈련받은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같은 산업 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3. 교육훈련투자와 이직률 간 무관계성

(교육훈련투자의 이직 감소에 대한 상쇄(trade-off)적

영향)

앞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검토되었던 점들을 종합해보면,

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이직감소에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Trevor & Nyberg

(2008)

인원감축(Downsizing)이라는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구

조조정 시그널을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상황이 직접적으

로 자발적인 이직률을 높이는 현상을 증명한 후, 커리어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HR제도들(직무순환, 인적개발 기

회 제공, 인적개발을 위한 능력평가, 커리어 센터 존재)

이 이러한 경향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연구결과

로 밝힘. 즉, 인원 감축 시 교육훈련은 근로자들로 하여

금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자발적 이직의도를 더욱 강화

시킨다는 의미로, 이 연구는 인원 감축 시 실제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감축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영자 및 HRM 실무진들에게 제시함.

Shaw et al.

(1998)

교역(trucking)산업 내 227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

하여 교육훈련이 비자발적 이직률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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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다면 한 조직 내에 이러한 교육훈련의 효과성과 역설적인 상

황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교육훈련투자와 이직률 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볼 수 있다. 즉, 교육훈련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인적자본이 제고되어 조직적응성 및 생산성이 증가하고 동시

에 조직차원에서의 인적개발지원을 근로자들이 인지하게 되어 이직의도

가 낮아지지만,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이동자본(Movement

Capital)이 증가하여 이직의도가 높아지기도 한다는 것으로 결국 교육훈

련투자의 이직에 대한 영향력이 마치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실증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제도와 이직률/기업성

과 간 관계성이 없다는 결론을 [표 5]와 같이 내렸다.

[표 5] 교육훈련제도와 이직 간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고한 연구

저자 주요 논거 및 발견 내용

Kozlowski & Farr

(1988)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개발시키는 분위기

(Updating climate)가 직무성과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음.

Noe (1996)

근로자들이 인지한 매니저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정도

(Perceived Manager Support for Development)가 궁극

적으로 직무성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함.

Batt et al.

(2002)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내부승진정책은 퇴직률을 낮

춘다고 하였지만 교육훈련은 퇴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보여줌.

Gardner et al.

(2011)

93개의 직무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킬을 향

상시키는 제도(skill-enhancing practice)와 이직률 간 무

의미한 관계가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줌.

Zheng et al.

(2006)

74개 중국 중소기업(SMEs)을 조사한 결과 직원개발

요소와 이직률 간 무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었음을 제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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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직종(occupational group)의 조절효과

(직종에 따른 이직률 차이 및 교육훈련투자

효과의 차이)

교육훈련투자와 이직 간 혼재된 결과에 대한 논거는 주로 인적자본향

상에 따른 상반된 시나리오에 의한 것으로, 본 논문은 경제학적이고 심

리학적인 관점에서 교육훈련투자와 이직률의 관계에 대해 직종별로 고찰

을 해볼 예정이다. 앞선 논의를 종합해보면, 교육훈련투자와 이직 간 혼

재된 결과는 한 기업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근로자

들 활동 특성의 차이가 바로 직종(occupational group)에 주로 기인함을

감안하면, 직종 그룹의 특성에 따라 자발적 이직률 및 교육훈련의 효과

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한 조

직 내 직종 그룹 또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그 하위 그룹문화 및 가치관

은 구분되어 있고(Becker, 1960; Cohen, 1992), 이에 따라 직종 그룹에

따라 개인 근로자들의 욕구 기준 및 수준이 다를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

은 궁극적으로 자발적 이직 및 교육훈련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직종에 따른 이직률의

차이 및 교육훈련의 효과차이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

구에서는 직종에 따른 이직률 및 교육훈련의 이직률에 대한 효과 차이를

분석할 것이므로, 직종이 비교적 뚜렷하게 두 가지로 나뉘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이 때 블루칼라는 전부 제조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들이지만, 화이트칼라라는 직종 내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업이냐 제조업이냐

Ngo et al.

(1998)

홍콩에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332개의 자국(홍

콩)/외국계(일본, 미국, 영국)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계 회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교육훈련과

이직률 간 통계적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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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외부 노동시장의 환경은 크게 다를 것이기에, [표 6]과 같이 화

이트칼라의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도 그룹을 세부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해 보겠다.

[표 6] 세 가지 직종 그룹

구분(업종＼직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제조업 제조업 블루칼라 그룹 제조업 화이트칼라 그룹

서비스업 - 서비스업 화이트칼라 그룹

직종별 그룹에 따라 가치 시스템, 근로경험, 근로환경, 커리어 기회, 혜

택과 보상, 역할이 다를 것이다. 특히나, 제조업의 경우 같은 조직 내에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받은 혜택 및 경험

에 대해 비교의 대상이 되기 마련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훈련투

자, 보상, 복리후생 등과 같은 조직 내 동일한 HR제도에 대한 인지 및

태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이는 행동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 기인하여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간 조직몰입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Cohen, 1992; Ritzer & Trice, 1969). 이러한 직

종 간 태도 및 행동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직종그룹 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이 비교의 기준은 본인이 소속된 직종의 지위(status)와 관련

되어 있다. 조직 내 본인이 소속된 그룹의 지위 및 자신의 지위에 따라

자신들의 교환관계 양상, 통제력 수준, 권력 수준, 보상의 수준 등이 다

르기 때문이다(Kim and Rhee, 2014; Peffer, 1977; Washington & Zajac,

2005). 기존 문헌 및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블루칼라가 더 낮은 지위로

파악이 되는데(Cohen & Hudecek, 1993; Sarac, Meydan, & Efil, 2017),

블루칼라는 주로 단순 신체적 노동에 직무활동이 편중되어 있고 화이트

칼라는 실내 사무실에서의 복잡한 문서 및 컴퓨터 작업이 많기 때문이

다. 그래서 직종에 따른 근로자들의 교육수준도 전반적으로 화이트칼라



17

근로자가 블루칼라 근로자들에 비해 상위 교육을 마친 경우가 더 많고,

블루칼라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이상의 학위 자체를 직무상 덜 요구

할 것이다. 자원기반이론 및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블루칼라에 비해 화

이트칼라의 직무가 모방이 어렵고 가치가 있으며 더 희귀한 자원으로 파

악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여러 가지 보상 및 지위 측면에서 화이트칼

라가 블루칼라에 비해 대우가 좋을 것이다(Kletzer, 1989; 1998). 형평성

이론(Equity theory; Adams, 1965)과 불일치 이론(Discrepancy theory;

Lawler, 1971; 1981)에 기초하여 논리를 전개해나가면, 조직 내 직무 가

치에 대한 차이와 이를 보여주는 보상수준의 차이는 화이트칼라로 하여

금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조직에 더욱 잔여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지만, 블루칼라로 하여금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인식하게 만들고 결국 조직에 대한 충성심 및 몰입도를 낮추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제 실증적으로도 급여 및 금전적 보상에 대한 자

신의 기대치와 실제 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는 궁

극적으로 이직의도 및 자발적 이직을 높이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

었다(Eby, Freeman, Rush, & Lance, 1999; Heneman, 1985; Kinicki et

al., 2002; Lawler, 1971; Miceli & Lane, 1991; ; Scott & Taylor, 1985;

Spector, 1997; Tett & Meyer, 1993; Williams, McDaniel, & Nguyen,

2006).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에 의한 비교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에

서도 이러한 직종그룹에 따른 지위차이로 인해 블루칼라들은 자신의 기

대에 조직의 조건들이 부응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감정적/인지적인 평

가를 할 것이다(Iverson & Roy, 1994). 나아가 사회적 관점에서도 블루

칼라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에 불만을 품을 확률

이 더 클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자신이 소속된 기업

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으로 블루칼라에 비해

화이트칼라의 자발적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 기인하여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간 커리어에 대한

욕망(Jacobs, Karen, & McClelland, 1991) 및 퇴사하게 되는 과정

(Stockes & Maddox, 1967), 그리고 직무에 대한 요구사항 및 지원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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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이직의도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이 실증적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Lievermann, Wegge, Muller, 2013; Schreurs, van Emmerik, de

Cuyper, Notelaers, & de Witte, 2011). 그러므로 제조업 내에서는 화이

트칼라보단 직무의 가치를 덜 인정받는 블루칼라들의 이직률이 다소 높

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1: 제조업 블루칼라의 자발적 이직률이 제조업 화이트칼라의

자발적 이직률보다 높을 것이다.

다만, 이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화이트칼라가 속한 업종이

다. 제조업에 속한 화이트칼라의 경우 위에서 다루어진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지만, 서비스업에 속한 화이트칼라의 경우 사뭇 많이 다를

것이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에서 산출물은 무형적이고 재고가 남지

않는 소멸성(perishable)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산출물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양이 많은 것인지, 질이 좋은 것인지 등) 또한 굉장히 가변적이다.

그런 만큼 제조업 화이트칼라에 비해 서비스업의 화이트칼라들의 개인별

능력 및 경험은 조직의 부가가치창출에 더욱 영향력이 크다. 서비스업

내 노동시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서비스업 화

이트칼라들의 경우 앞서 문헌검토에서 살펴본 경계조건이 없는 커리어

(Boundaryless Career)를 추구하기가 더욱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을 종합해보면, 기본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인정받고 노동시장 내 이

동성이 용이한 서비스업 화이트칼라들의 이직률이 제조업 화이트칼라들

의 이직률 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2: 서비스업 화이트칼라의 자발적 이직률이 제조업 화이트칼라

의 자발적 이직률보다 높을 것이다.

자발적 이직률에 대한 기본적인 양상이 제조업 블루칼라, 제조업 화이

트칼라, 서비스업 화이트칼라라는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면,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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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지를 살펴보는 것

이 합리적일 것이다. 먼저 블루칼라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는 교육훈

련투자의 자발적 이직률을 낮추는데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

라 제안하겠다. 직종에 대한 직무가치 및 지위 상태 간 차이가 날 수 있

음을 비교해 봤듯이, 블루칼라 근로자들은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 비해

자신의 직무가치가 낮다고 판단할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인

센티브나 기본급에서도 차이가 나는 현상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블루칼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조직 내 자신의 존재가 단순부품과 같은 것

을 느끼는 인간소외를 느끼게 할 것이고, 이는 자신이 생각하거나 기대

했던 가치와 실제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가치 간 차이를 느끼게 하며 인

지적 부조화를 일으킬 것이다. 인지적 부조화 이론(Aronson, 1992;

Cooper & Fazio, 1984; Festinger, 1957)에 따르면, 자신의 신념 및 가치

관과 실제상황이 불일치 할 때 이로 인해 발생된 심리적 불편함을 줄이

기 위하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태도나 생각을 바꿈으로서 인지

적 조정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블루칼라들에게 적용하면, 블루칼라들은

화이트칼라에 비해 받는 대우에 대해 인지적 부조화를 느끼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규범(norm)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을 것이다. 여기서 기존의 규범 및

기준은 주로 조직 내 직위, 계급, 금전적 보상 등 일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러한 직종 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교육훈련투자는 블루칼라 근

로자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보상적 가치가 있게 다가올 것이다. 앞서 살

펴본 인적자본이론과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종합해보면, 교육훈련투자로

인해 블루칼라 근로자들은 사내 적응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교육훈

련 자체를 큰 의미가 지닌 보상제도로서 파악할 가능성이 화이트칼라에

비해 클 것이다. 결국 교육훈련투자가 높은 사내에서 블루칼라들에게 이

직은 교육훈련수혜라는 큰 기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선택인 것이다. 그

렇기 때문에 블루칼라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투자는 화이트칼라에 비

해 블루칼라 근로자들로 하여금 능력개발을 조직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인지하게 만들고, 호혜적인 인식을 높이게 되어 해당 기업을 떠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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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반면,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훈련투자가 화이

트칼라 근로자들에게도 하나의 보상이면서 동시에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바라는 회사의 의도를 인지시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블루칼라

에 비해 직무가치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직무가치 측면

에서 화이트칼라들의 직무가 블루칼라에 비해 복잡하고 유출됐을 시 손

실이 크기 때문에, 화이트칼라들은 블루칼라들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조직차원에서 평가받고, 이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도 더 많이 받을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무가치와 실제 평가

받는 직무가치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지적 부조화를 느끼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화이트칼라들에게 교육훈련투자는 자신의 높은 가치

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여러 보상 중 하나일 뿐이라 인지할 것이며 블

루칼라들이 인지하는 보상수준으로까지 소중하게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직무환경 및 외부노동시장의 다른 상황으로 인해 블루칼라

와 화이트칼라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현대로 올수록 노동시장은 경계조건이 없는 커리어(Boundaryless

Career)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있다(Heslin, 2005).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성은 숙련도가 낮은 블루칼라와 숙련도가 높은 화이트칼라

들의 노동시장에 더 해당이 될 것이다. 블루칼라의 직무환경의 경우, 특

정 공장에서 특정 기계 및 자동화시스템을 다루는 단순 작업이 많을 것

이기 때문에 숙련된 블루칼라가 타기업에까지 유용하거나 호환성이 좋다

고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체적인 블루칼라의 작업은 단순 생산기능

과 관련된 것으로 오히려 새로운 젊은 인력을 채용하여 OJT(On the

Job Training)를 시키는 것이 조직차원에서는 더 효율적일 것이다. 블루

칼라들의 숙련 성격이 기업에 특수적인(firm-specific) 성격이 더 강할

것이므로(Kletzer, 1989; 1998) 숙련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여지기 전 단

계에서 이직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고, 숙련기능을 지닌 근로자들은 외부

노동시장(즉, 타경쟁사)에서 높은 연봉으로 측정하여 스카우트를 제의받

을 확률이 화이트칼라에 비해 적을 것이다. 반면, 화이트칼라의 직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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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무특성상 마케팅/인사관리/전략/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컴퓨터와 실내 사무실과 주로 관련이 되어있으므로 타 기업에 이직

을 하여도 블루칼라에 비해 적응하기가 수월한 일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화이트칼라들의 직무는 사뭇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교육훈련

을 기업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전담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즉, 경험이

많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경우 교육훈련시킨 만큼 육성시키기가 숙련

된 블루칼라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스카우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화이트칼라들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훈련투자의 수

혜로 인해 향상된 자신들의 능력, 기술,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 경쟁

사 및 노동시장에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시 떠날 준비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외부노동시장에 자신의 향

상된 능력에 대한 매력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경쟁사가 필요시 기존 회

사보다 더 높은 보상조건을 숙련된 화이트칼라들에게 제시하며 해당 근

로자를 이직하게 만들 수도 있다. 특히나, 서비스업 화이트칼라의 경우

개인의 제고된 영업력, 친화력, 인맥형성 등의 기술은 전이가 가능하며

(transferable) 고부가가치를 지닌 인적자산이므로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받을 것이다. Kletzer(1989)의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근속년수가 5-6년인

사람과 신입 간 소득의 차이가 블루칼라는 약 20%이고 화이트칼라는 약

22.5%로 비슷하지만, 직무 이동(displacement) 후 이 소득의 차이는 블

루칼라의 경우 6.4%로 크게 줄어들고 화이트칼라의 경우 19.1%로 크게

변동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화이트칼라들이 지닐 수 있는

스킬은 타 조직 및 부서에까지 전이가 가능한 특성(transferable skill)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블루칼라들이 개발시킬 수 있는 기술은 주로

기업특수적(firm-specific)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직종에 따라 교육훈련으로 인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발

적 이직에 대한 기회비용이 다르다는 점에 본 연구는 주목할 것이다. 블

루칼라들의 경우, 교육훈련 후 기업의 잔류에 따른 기회비용이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 보다 통상적으로 보다 더 적을 것임을 제안하며, 교육훈

련투자와 이직률 간 부(-)적인 관계가 기본적으로 존재할 것이라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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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그리고 화이트칼라들의 경우 교육훈련의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블루칼라에 비해 보다 더 클 것이고, 이 경향성은 서

비스업 화이트칼라들에게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때 기존 기업에 잔

류할 경우 기회비용은 경쟁사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 및 보상수준, 그리

고 새로운 커리어의 기회 등 일 것이고, 이직할 경우 기회비용은 주로

현재의 보상수준과 각종혜택, 그리고 기존에 형성한 사회적 자본의 손실,

이직에 필요한 각종 제반 비용 등 일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경제학에

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위험회피적(risk-averse) 성향을 고려해본다

면, 이직이라는 선택사항은 기존회사 내 잔존이라는 선택사항에 비해 불

확실성이 높다고 근로자들은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기

본적으로 교육훈련투자와 같은 혜택이 제공되고 이로 인해 회사 내 적응

성이 높아지는 것을 느낀다면, 이직보다는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보다

더 클 것이지만,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직무가치와 근로환경 및 외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이다. 블루칼라들의 경우 교육훈련

을 통해 숙련자로 거듭난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이직하는 대안의 기회자

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많지가 않을

것이기에 교육훈련투자로 인해 자발적 이직을 덜 고려하게 될 것이다.

반면, 화이트칼라들의 경우 교육훈련을 통해 노련한 엔지니어나 사무관

리원이나 영업사원으로 거듭날 경우 자신의 시장성을 인지하고 보상을

제안하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므로, 교육훈련투자로 인해 자발적 이직

을 보다 더 고려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

직률 간 관계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라는 직종이 조절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가설3를 다음과 같이 세우겠다.

가설3: 직종(블루칼라/화이트칼라)은 기업의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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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복리후생투자의 조절역할

1. 복리후생제도와 이직률

가설 3과 같이 같은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직종(화이트칼라)에 따라서

교육훈련투자의 역설적 효과가 발생하여 이직률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관

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혼재된 관

계를 보다 명확하게 조절해줄 또 다른 HR제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고,

이 작업을 해낸다면 연구진 및 HR 실무진들에게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직률을 낮추는 것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HR제도는 주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Heavey et al., 2013). 큰 맥락에서 본다면 교육훈련제도도

무형적 보상의 한 형태이다. 본 연구는 복리후생제도의 교육훈련투자-이

직률 간 관계를 조절할 것에 주목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금전적인 보상에

는 성과급과 같이 시장상황 및 조건에 따라 가변적인 요소가 있고, 또한

금전적인 보상은 대체적으로 회사 대외비 정책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경

우도 있기에 경쟁사 대비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가 않다. 실제로 Heavey

et al.(2013)의 메타연구에 의하면, 가변적인 금전보상(variable pay)은 이

직률과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복리

후생의 경우 비금전적인 보상으로 금전적인 보상과는 또 다른 효용을 근

로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할인카드 제공 및 자동차 제공과 같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복리후생의 항목들은 경쟁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상대

적으로 수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가 높을수

록 이직에 대한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높이게 될 것으

로 이직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증연구에서도 복리후생제도 및 그에 대한 투자가 이직감소에 직·간

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직에 대한 문헌을 대상으

로 한 메타연구에 의하면, 복리후생제도는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

을 낮추는데 유효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Hauskn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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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vor, 2011; Heavey et al., 2013). 또한, Shaw et al.(1998)의 연구에

의하면, 복리후생이 자발적 이직률을 낮추는데 유의미하다고 결과를 보

고하였다. Lincoln & Kalleberg(1996)는 41개의 일본 제조공장과 45개의

미국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복지서비스(Welfare service)가

퇴직 간 부(-)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Trevor & Nyberg (2008)는

인원감축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자발적인 이직률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

을 상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절변수로 복리후생, 안식년, 근무시간 유

연성 제도 등을 제시하여 복리후생의 자발적 이직 방지에 대한 조절효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복리후생투자와 교육훈련투자의 시너지 효과

이처럼 복리후생이라는 비금전적 보상의 이직감소에 대한 효과는 교

육훈련투자라는 또 다른 형태의 보상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본 연구는 제안할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

이 교육훈련투자에는 직종에 따라 이직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기에,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가 이직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키

며 회사 잔류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교육훈

련투자와 이직률 간 부분적으로 부(-)적인(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경향을 높여(낮춰)줄 것이다. 그리고 효율임금가설에 따라

복리후생과 같은 비금전적인 보상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자신의

기업 잔류에 대한 매력 정도(이직이란 대안의 기회비용)를 직·간접적으

로 높여(Heavey et al., 2013; Lincoln & Kalleberg, 1996; Shaw et al.,

1998) 교육훈련투자와 함께 이직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다.

또한, 복리후생제도 자체만으로는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배움을 통한

자아실현, 회사 적응에 대한 욕구 등)를 충족시키기 힘들기에 교육훈련

투자 제도와 같이 맞물릴 필요가 있다. 특히나 복리후생과 같은 보상제

도는 주로 근로자들의 생활영위와 같은 1차적 욕구에 부합하는 제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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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근로자들의 자아실현 및 능력개발과 같은 2차 욕구 충족에 비교

적 호응해 줄 수 있는 제도와 맞물려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제

도는 바로 교육훈련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 2에서 논의했던 바와

종합하면, 블루칼라의 경우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더욱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블루칼라들의 숙련도

및 경험은 해당 기업에 큰 가치가 있지만, 특정 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작업환경과 전반적인 산업 내 직무가치평가로 인해 이직의 기회 및 본인

의 가치를 보상받을 만한 환경이 덜 조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교육훈련투자와 함께 복리후생에 대한 투자까지 보장이 된다면 블루

칼라들은 해당 제도들을 화이트칼라에 비해 더 큰 보상으로 인지할 것이

고, 이는 사회적 교환이론에 따라 조직과 자신 간 관계를 상호호혜적으

로 파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복리후생투자는 블루칼라들의 자발적

이직률을 더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가설4: 복리후생투자는 교육훈련투자와 블루칼라의 자발적 이직률

간 부(-)적인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한편, 화이트칼라의 경우, 교육훈련투자의 자발적 이직률에 대한 역설

적 영향력을 약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화이트칼라들의 숙련

도 및 경험은 해당 기업에 큰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직종 특성

상 타 경쟁사에게도 통용되며 유용한 인적자원일 확률이 블루칼라에 비

해 더 크다. 그러므로 화이트칼라들의 경우 교육훈련을 받은 후 이직의

기회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칼라의 경우, 금전적 보상뿐만 아

니라 비금전적인 보상 측면에서도 꾸준한 투자를 해주어야 이직할 요인

이 억제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복리후생투자는 교육훈련투자와 화이트칼

라 자발적 이직률 간 정(+)적인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추가적으로 복

리후생투자의 조절효과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경계조건이

없는 커리어(Boundaryless Career)를 추구하기가 더욱 용이할 것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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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서비스업 내 복리후생투자 증가의 이직 억제 효과 또는 이직 기회

비용 증가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더욱 클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가설을 추가로 설계하였다.

가설5. 복리후생투자는 교육훈련투자와 제조업 화이트칼라의

자발적 이직률 간 정(+)적인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가설6. 복리후생투자는 교육훈련투자와 서비스업 화이트칼라의

자발적 이직률 간 정(+)적인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다.

제 3 장 분석 방법

제 1 절 조사자료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는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이하 HCCP) 자료이다. HCCP는 개별 기업수준에서 각 기업이 가

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양적·질적 수준을 조사한 패널자료로,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이 기업 내 인적자원을 축적해 가는 과정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

해 2005년부터 설문조사 및 자료 정리를 시작하였다. HCCP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추적 조사한 패널

자료가 담겨 있으며, 현재 제7차(2017년) 조사까지 완료가 되었다.

HCCP의 장점은 사업체 단위가 아닌 개별 기업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해당 개별 기업들의 경영진과 HR실무진, 감독관(매니저),

근로자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패널 자료 특성상

종단분석이 가능하고, 설문조사와 2차 자료에 기초한 기업 성과(생산성,

재무자료 모두 가능)와 연계한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HCCP의

종적자료는 기존 교육훈련투자-이직 간 관계를 횡단면적으로 분석한 기

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HCC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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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요하게 담긴 자료는 HRD에 대한 자료이고, 개인이나 사적인 중

소이익단체가 아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10여년 넘게 대대적으로 설

문조사 및 정리한 패널 자료로 그 객관성도 타 기업 자료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되어 가설 검

증의 대상 자료로 HCCP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3차(2009년)에서 7차(2017년)까지 다섯 시점에서 모두 조사가 진

행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 HCCP 균형패널(balanced panel) 자료에 포함

된 기업 및 관측치를 분석대상으로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직수준의 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업 정보

및 거시적 자료를 바탕으로 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역설

적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보기 위하여 대상 기업의 직군을 ① 제조

업 블루칼라(제조업 생산기능직으로 생산라인 투입 인력, 단순노무직을

포함), ② 제조업 화이트칼라 (제조업 사무관리직으로 연구개발, 영업 및

서비스, 엔지니어, 관리직(경영지원으로 경영기획, 재무·회계, 인사·총무,

구매·자재, 전산 등)을 포함), ③ 서비스업 화이트칼라 (금융업 서비스업

직군(상품개발 및 영업기획, 자금운용 및 투자, 영업 및 서비스, 관리 분

야)과 비금융서비스업 직군(연구개발, 영업 및 서비스, 관리, 핵심 전문직

분야)을 포함)로 나누어 그룹별 자발적 이직률 수준을 살펴본 다음, 직종

별(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를 살

펴보았다. 본 연구에 활용된 대상기업은 317개이다. 제조업 블루칼라의

직군 그룹 수는 230개, 제조업 화이트칼라의 직군 그룹의 수는 230개, 그

리고 서비스업 화이트칼라의 직군 그룹의 수는 87개이다.

제 2 절 변수 측정 및 가설검증 작업

1. 변수측정

1) 종속변수 : 자발적 이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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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자발적 이직률은 조직수준 자료에서 보고된 인력현황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 정년퇴직인력을 제외한 자발적 이직인

원을 전체 정규직 인원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한 값을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 1인당 교육훈련투자

독립변수인 1인당 교육훈련투자는 각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투자한 총

교육훈련비용을 전체 정규직 인원으로 나누어서 정규직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 값은 크게 정적편포(positive skewness)

로 치우쳐져 있어서 로그 치환을 하였다.

3) 조절변수 : 직종(화이트칼라), 복리후생투자

첫 번째 조절변수인 직종은 더비변수로 블루칼라이면 값을 0으로, 화

이트칼라면 값을 1로 설정하였다. 또 다른 조절변수인 복리후생투자는

각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투자한 총 복리후생투자 비용을 전체 정규직 인

원으로 나누어서 정규직 1인당 복리후생투자비로 계산하였고, 이 값 역

시 정적편포가 커서 로그 치환을 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자발적 이직률과 독립변수인 교육훈련투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상정하였다. 우선, 조직규

모, 조직연령, 기업형태(상장, 코스닥, 금감원 등록/외감 및 일반), 독립기

업 여부, 노조유무, 남성비율, 기본급 대비 성과급 비율, 은퇴지원여부,

인원감축, 수출비율, 산업, 조사년도, 새로운 상품/서비스 도입 정도, 오

너의 개입정도, 연구개발 조직 형태(없음, 연구소, 전담부서, Task Force

Team) 변수들을 차례대로 통제하였다. 조직규모는 전체 종업원의 총 인

원을 로그로 치환한 값을 활용하였다. 조직연령은 조사시점에서 창립년

도를 빼고 1년을 가산한 연수 값을 활용하였다. 기업형태, 노조유무, 은

퇴지원여부, 산업, 조사년도, 연구개발 조직 형태는 더미 변수를 활용하

였다. 남성비율은 정규직 총 인원 중 남성 정규직 비율로 계산하였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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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비율은 전체 종업원 인원 대비 정규직 인원 비율로 계산하였다. 수

출비율은 1에서 6의 범주변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범주변수에 해당하

는 평균값(0%, 5%, 20%, 40%, 60%, 85%)을 활용하였다. 기본급 대비

성과급 비율은 직종별로 기본급 대비 제공된 성과급 비율 값을 활용하였

다. 인원감축은 1년 전과 2년 전 감축한 총 인원 숫자를 각각 활용하였

고, 정적편포가 존재하여 로그 치환을 하였다. 그리고 산업의 경우 한국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기준)에 기초하여 12개의 산업(식음료제조업, 섬

유관련 제조업, 목재 및 종이 관련 제조업, 화학제조업, 금속제조업, 전

자·의료·전기 등 제조업,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출

판·방송통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으로 분류하였다.

재무자료 중 통제변수로 활용한 변수는 과거성과, 부채비율, 자본집약

도, 노동장비율이다. 과거성과는 1년 전 ROA(Return on Asset) 값을 활

용하였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을 로그로 치환하여 사용

하였다. 자본집약도는 당기와 전기 총 자본의 평균값을 종업원 인원수로

나눈 값을 로그로 치환하여 활용하였다. 노동장비율은 (당기 유형자산

– 당기 건설 중인 자산 + 전기 유형자산 – 전기 건설 중인 자산)의 평

균을 종업원 수로 나눈 값을 로그로 치환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조절 변수, 주요 통제 변수는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7] 주요 변수 구성

변수명 N 평균(표준편차) 기타

종속변수

자발적 이직률 2553 7.77(10.93)

독립변수

1인당 교육훈련투자(로그) 2642 4.96(1.58)



30

2. 가설검증 작업

위와 같이 변수들을 측정해 낸 후,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하여 변수들의 특성 및 변수들 간 관계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겠다. 그 후

다음과 같은 통계적 과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우선, 가설 1과

2인 두 직종 간 이직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T검증(t-test)을 통해 살펴보겠다. 그 후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것인

조절변수

직종(화이트칼라) 2735 0.58(0.49)
블루=0

화이트=1

1인당 복리후생투자(로그) 2709 1.75(0.65)

통제변수

성과급비율 2669 427.54(351.1)

은퇴지원여부 2735 0.89(0.31)
없음=0

있음=1

노조유무 2735 0.94(0.24)
없음=0

있음=1

조직규모(로그) 2735 5.90(1.09)

조직연령 2735 37.27(17.28)

남성비율 2735 78.58(18.15)

정규직비율 2735 94.32(11.05)

1년 전 인원감축(로그) 749 0.98(0.98)

2년 전 인원감축(로그) 763 0.72(1.02)

수출비율 2729 26.37(27.86)

오너의 개입정도 2735 2.20(1.18) 0∼3 값

신규 상품/서비스 도입 정도 2735 2.31(0.88) 1∼4 값

과거성과(ROA) 2685 0.02(0.14)

부채비율(로그) 2621 4.41(1.11)

자본집약도(로그) 2455 13.15(0.88)

노동장비율(로그) 2455 11.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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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일반최소자승법(OLS : 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하지 않고 자

기상관성과 이분산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소제곱추정법(GLS :

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 범

위를 조직 내 또는 조직 간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고정효과모형

(Fixed-effects model)이 아닌 확률효과(Random-effects) GLS 회귀분석

을 실시할 것이다. 가설 3 (직종이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관

계를 조절) 검증을 위하여 패널분석 중 확률효과GLS 회귀분석을 시행하

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것이고, 다음의 세 단계

를 거쳐 회귀방정식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첫째로 통제변수를 회귀방정

식에 우선 입력하고(모형 1), 두 번째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회귀방정

식에 입력할 것이다(모형 2). 세 번째로 ‘독립변수(교육훈련투자) × 조절

변수(직종 더미변수)’를 회귀방정식에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상호작용 효

과의 결과를 분석해낼 것이다(모형 3).

그 이후 가설 4, 5, 6 (복리후생투자가 교육훈련투자와 특정 직군의 자

발적 이직률 간 관계를 조절) 검증을 위하여 역시 동일하게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회귀방정식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첫째로 통제변수를 회귀

방정식에 우선 입력하고(모형 1), 두 번째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회귀

방정식에 입력할 것이다(모형 2). 세 번째로 ‘독립변수(교육훈련투자) ×

조절변수(복리후생투자)’를 회귀방정식에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상호작용

효과의 결과를 분석해낼 것이다(모형 3)

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에 대한 기

초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자발적 이직률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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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7.77%이지만, 그 추세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8.24%로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교육훈련투자의 경우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

로 1인당 교육훈련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는 산업전반에 걸쳐 기업차원에서 교육훈련투자를 감축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이직률이 가장 높았던 2013년도보다 1년 전인

2012년도의 인원감축(1.02)이 2년 전(0.77)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표 7] 중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육훈련투자

(β=-.13, p<.001) 및 복리후생투자(β=-.06, p<.01)가 높을수록 자발적 이

직률은 낮아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외 에도 기본급

대비 성과급비율(β=-.22, p<.001), 노조유무(β=-.12, p<.001), 조직규모(β

=-.22, p<.001), 조직연령(β=-.12, p<.001), 남성비율(β=-.23, p<.001), 과

거성과(β=-.14, p<.001)의 변수들은 자발적 이직률과 유의미하게 부(-)적

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반면, 1년 전 인원감축의 경우 자발적 이직률과

정(+)적인 상관관계(β=.49, p<.001)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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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주요 변수 기초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주: N(개체수)=547, N(관측치)=2735, * p<.05, ** p<.01, *** p<.00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자발적 이직률 1.00
2. 교육훈련투자 -.13*** 1.00
3. 화이트칼라 .02 .06*** 1.00
4. 복리후생투자 -.06** .28*** .06** 1.00
5. 노조유무 -.12*** .06** -.03 .04 1.00
6. 조직규모 -.22*** .41*** .05* .13*** .14*** 1.00
7. 조직연령 -.12*** .05** -.10*** .02 .15*** .15*** 1.00
8. 남성비율 -.23*** .09*** -.07*** .07*** .08*** -.01 .10*** 1.00
9. 인원감축(1) .49*** -.11** .28*** .02 -.07 -.17 -.18*** -.15*** 1.00
10. 과거성과 -14*** .14*** .00 .04* .06** .17*** .02 .01 -.19*** 1.00
11. 부채비율 .08*** .04* .08*** .10*** .01 .11*** -.05* -.06*** .16*** -.26*** 1.00
12. 오너개입 .03 -.16*** -.09*** -.15*** -.06** -.25*** .06** .01 -.01 -.03 -.07*** 1.00

평균

(표준

편차)

전체 7.77
(10.93)

4.96
(1.58)

.58
(.49)

1.75
(.65)

.94
(.24)

5.90
(1.09)

37.27
(17.28)

78.58
(18.15)

.89
(.98)

.02
(.14)

4.41
(1.11)

2.2
(1.18)

2009 7.88
(11.21)

5.21
(1.53)

.58
(.49)

1.72
(.69)

.90
(.30)

5.88
(1.02)

33.24
(17.04)

78.43
(18.56)

.92
(.93)

.01
(.15)

4.51
(1.09)

2.27
(1.11)

2011 7.65
(10.26)

5.05
(1.49)

.58
(.49)

1.80
(.68)

.93
(.26)

5.90
(1.05)

35.24
(17.04)

78.87
(17.98)

.77
(.94)

.04
(.11)

4.57
(1.07)

2.24
(1.17)

2013 8.24
(11.2)

4.95
(1.63)

.58
(.49)

1.78
(.61)

.90
(.31)

5.92
(1.10)

37.24
(17.04)

78.26
(18.46)

1.02
(1.01)

.01
(.13)

4.42
(1.09)

2.17
(1.21)

2015 7.56
(10.92)

4.88
(1.49)

.58
(.49)

1.75
(.60)

.99
(.11)

5.91
(1.12)

39.24
(17.04)

78.75
(17.85)

.89
(1.04)

.004
(.16)

4.30
(1.14)

2.19
(1.18)

2017 7.53
(11.03)

4.68
(1.71)

.58
(.49)

1.70
(.67)

.99
(.09)

5.89
(1.14)

41.4
(17.09)

78.57
(17.96)

.87
(1.00)

.03
(.14)

4.23
(1.12)

2.15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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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설검증

먼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종 그룹(블루칼라, 제조업 화이트칼

라, 서비스업 화이트칼라)을 나누고 각 그룹 간 평균을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Sample T-test)으로 비교해보았고, 추가로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도 시행하였다. 관련 검증 결과표는 아래의 [표

9]과 같다.

[표 9] 직종 그룹 간 자발적 이직률 차이

주: * p<.05, ** p<.01, *** p<.001; 사후검정: Bonferroni(a<b<c)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제조업 블루칼라의 자발적 이직률이 제조업 화

이트칼라의 자발적 이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3.22, p<0.01), 서

비스업 화이트칼라의 자발적 이직률이 제조업 화이트칼라의 자발적 이직

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9.13, p<0.001). 즉, 가설1와 가설2는 지

지가 되었다. 추가적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해본 결과 T검증결과와

동일하게 제시되었다(F=56.43, p<0.001). 앞서 가설을 세웠을 때 생각했

던 것처럼, 직무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노동 시장 내 이동성이

용이한 서비스업 화이트칼라들의 이직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조업 내에서는 직무의 가치를 덜 인정받아 조직의 충성심이 낮

을 것 같았던 블루칼라들의 자발적 이직률이 제조업 화이트칼라들의 자

발적 이직률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3 (직종이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를 조

절) 검증을 위하여 패널분석 중 확률효과GLS 회귀분석을 단계별 시행하

그룹 N 평균(%) 표준편차 T값 F값
블루칼라

(제조업)
1084 7.56(b) 0.35

3.22**

(가설1)
56.43***

제조업

화이트칼라
1083 6.17(c) 0.25

9.13***

(가설2)서비스업

화이트칼라
386 12.88(a)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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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결과는 [표 10] 및 [그림 1]과 같다.

[표 10] 직종(제조업 블루칼라 vs 전체 화이트칼라)의 조절효과 분석

주: 1) 표시된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조사년도 (더미), 산업 (더미), 연구개발조직형태(더미), 은퇴지원제도
(더미), 성과급비율,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기업종류(상장, 코스닥 등),
신규 상품·서비스 도입정도는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결과보고에서는 생
략함.
3) N(개체수)=338, Obs(관측치)=628, + p<.1, * p<.05, ** p<.01, *** p<.001

그룹
종속변수 : 자발적 이직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
9.40
(10.34)

9.33
(10.28)

14.68
(10.9)

복리후생투자
-.61
(.71)

-.66
(.73)

-.60
(.73)

노조유무
-3.93*
(1.99)

-4.01+
(2.07)

-4.12*
(2.05)

조직규모
-.75
(.61)

-.76
(.65)

-.80
(.64)

조직연령
-.03
(.03)

-.04
(.03)

-.04
(.03)

남성비율
-.11**
(.04)

-.11**
(.04)

-.11**
(.04)

정규직비율
.05
(.04)

.05
(.04)

.05
(.04)

1년 전 인원감축
4.01***
(.79)

4.11***
(.83)

4.04***
(.82)

과거성과
.49
(2.29)

.49
(2.35)

.45
(2.36)

부채비율
.84+
(.45)

.80+
(.46)

.76+
(.44)

노동장비율
.95
(.68)

.92
(.68)

.89
(.68)

교육훈련투자(A)
.08
(.38)

-.97
(.64)

화이트칼라(B)
-1.38
(1.05)

-9.97*
(3.96)

A × B
1.75*
(.69)

Chi-square 315.37*** 317.59*** 314.84***
R-square 33.83% 33.86% 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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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직종의 조절효과 (제조업 블루칼라 vs 전체 화이트칼라)

[표 10]의 결과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직종(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를 조절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5, p<.05). 이로써 가설3도 지지가 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결과표 및 관련된 주요 변수의 ±1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은 직종의 조졀효과를 그려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블루칼라의 경우 교육훈련투자가 높을수록 자발적 이직률이 낮아지는 경

향이 보이지만 화이트칼라의 경우 교육훈련투자가 높을수록 자발적 이직

률이 높아지는 상호작용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블

루칼라들의 경우 교육훈련을 통해 숙련자로 거듭나더라도 이직의 기회가

적거나 이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화이트칼라에 비

해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화이트칼라의 경우 교육훈련을 통

해 고기술자로 거듭날수록 외부 노동시장에 그 능력이 인지되어 더 많은

이직기회가 생길 수 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에 한정하여 분

석해 봤을 시 직종(블루 vs 화이트)의 조절효과는 [표 11]과 [그림 2] 같

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β=1.9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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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직종(제조업 블루칼라 vs 제조업 화이트칼라)의 조절효과 분석

주: 1) 표시된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조사년도 (더미), 산업 (더미), 연구개발조직형태(더미), 은퇴지원제도
(더미), 성과급비율,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기업종류(상장, 코스닥 등),
신규 상품·서비스 도입정도는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결과보고에서는 생
략함.

그룹
종속변수 : 제조업 자발적 이직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
10.46

(12.33)

10.57

(12.21)

15.43

(12.58)

복리후생투자
.23

(.78)

.27

(.79)

.30

(.78)

노조유무
-4.61+

(2.55)

-4.78+

(2.70)

-4.66+

(2.68)

조직규모
-.46

(.71)

-.46

(.76)

-.48

(.75)

조직연령
-.05

(.03)

-.05

(.03)

-.05

(.03)

남성비율
-.10+

(.05)

-.10+

(.05)

-.10+

(.05)

정규직비율
.03

(.06)

.03

(.06)

.03

(.06)

1년 전 인원감축
3.82***

(.84)

3.91***

(.89)

3.84***

(.88)

과거성과
-.62

(2.73)

-.45

(2.78)

-.58

(2.79)

부채비율
.85

(.53)

.83

(.53)

.81

(.52)

노동장비율
1.26

(.93)

1.22

(.92)

1.19

(.92)

교육훈련투자(A)
-.07

(.43)

-1.06+

(.64)
제조업

화이트칼라(B)
-1.30

(1.07)

-10.79**

(4.10)

A × B
1.93**

(.72)
Chi-square 114.51*** 111.67*** 121.31***
R-square 25.40% 25.40% 26.49%



38

3) N(개체수)=294, Obs(관측치)=538, + p<.1, * p<.05, ** p<.01, *** p<.001

[그림 2] 직종의 조절효과 (제조업 블루칼라 vs 제조업 화이트칼라)

다음으로 가설 4 (복리후생투자가 교육훈련투자와 블루칼라 자발적 이

직률 간 부(-)관계를 강화) 검증을 위하여 패널분석 중 확률효과GLS 회

귀분석을 단계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2]과 [그림 2]와 같이 교육

훈련투자와 복리후생투자의 블루칼라 자발적 이직률에 대한 상호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12] 복리후생투자의 조절효과 분석(블루칼라의 경우)

그룹
종속변수 : 블루칼라 자발적 이직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
15.17
(19.40)

17.34
(19.36)

7.02
(20.50)

노조유무
-5.25
(3.21)

-5.66
(3.58)

-5.60
(3.75)

조직규모
.25
(1.14)

.28
(1.20)

.13
(1.22)



39

주: 1) 표시된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조사년도 (더미), 산업 (더미), 연구개발조직형태(더미), 성과급비율, 수
출비율, 자본집약도, 기업종류(상장, 코스닥 등), 신규 상품·서비스 도입
정도는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결과보고에서는 생략함.
3) N(개체수)=148, Obs(관측치)=271, + p<.1, * p<.05, ** p<.01, *** p<.001

조직연령
-.05
(.04)

-.05
(.04)

-.04
(.05)

남성비율
-.20*
(.08)

-.19*
(.08)

-.20*
(.08)

정규직비율
.14+
(.08)

.13+
(.08)

.13
(.08)

1년 전 인원감축
3.77**
(1.19)

3.67**
(1.26)

3.60**
(1.24)

과거성과
1.83
(3.35)

2.29
(3.32)

2.20
(3.23)

부채비율
.85
(.84)

.84
(.85)

.78
(.85)

노동장비율
2.19
(1.51)

2.13
(1.50)

2.12
(1.43)

은퇴지원여부
2.96*
(1.2)

2.63*
(1.27)

2.03
(1.32)

교육훈련투자(A)
-.54
(.67)

1.91
(1.46)

복리후생투자(B)
-.61
(1.22)

6.90+
(4.16)

A × B
-1.48*
(.74)

Chi-square 78.34*** 99.65*** 99.60***
R-square 32.89% 33.76%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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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복리후생투자의 조절효과 (블루칼라의 경우)

[표 12]의 결과표에서 볼 수 있듯이, 1인당 복리후생투자 수준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육훈련투자와 블루칼라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48, p<.05). 이로써 가설4도 지지가 되었

다. 마찬가지로 결과표 및 관련된 주요 변수의 ±1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은 직종의 조절효과를 그려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블루칼라의 경우 복리후생투자가 높을수록 교육훈련투자의 자발

적 이직률감소 효과가 더욱 증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설 4가 지지됨

에 따라, 앞서 이론적으로 살펴봤듯이 교육훈련투자와 복리후생투자는

블루칼라들에게 있어 큰 보상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가설 5 (복리후생투자가 교육훈련투자와 제조업 화이트칼라

자발적 이직률 간 정(+)관계를 약화) 검증을 위하여 패널분석 중 확률효

과GLS 회귀분석을 단계별 시행하였지만,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지

되지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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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복리후생투자의 조절효과 분석(제조업 화이트칼라의 경우)

주: 1) 표시된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조사년도 (더미), 산업 (더미), 연구개발조직형태(더미), 성과급비율, 수
출비율, 자본집약도, 기업종류(상장, 코스닥 등), 신규 상품·서비스 도입
정도는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결과보고에서는 생략함.
3) N(개체수)=145, Obs(관측치)=267, + p<.1, * p<.05, ** p<.01, *** p<.001

그룹
종속변수 : 제조업 화이트칼라 자발적 이직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
9.01

(14.94)

6.94

(15.61)

8.21

(16.04)

노조유무
-1.01

(3.73)

-.90

(3.82)

-.90

(3.82)

조직규모
-1.59+

(.96)

-1.65

(1.00)

-1.64

(1.02)

조직연령
-.04

(.04)

-.04

(.04)

-.04

(.04)

남성비율
-.02

(.04)

-.03

(.05)

-.03

(.04)

정규직비율
-.04

(.09)

-.04

(.09)

-.04

(.09)

1년 전 인원감축
3.44**

(1.13)

3.54**

(1.15)

3.55**

(1.15)

과거성과
-2.32

(5.05)

-3.04

(5.35)

-3.07

(5.34)

부채비율
.65

(.55)

.64

(.56)

.64

(.57)

노동장비율
.07

(1.02)

-.02

(1.02)

-.02

(1.03)

은퇴지원여부
3.32

(2.22)

3.78

(2.52)

3.84

(2.55)

교육훈련투자(A)
.40

(.46)

.09

(1.33)

복리후생투자(B)
.10

(1.03)

-.85

(3.34)

A × B
.19

(.72)
Chi-square 263.79*** 239.60*** 243***
R-square 31.97% 32.22%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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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설 6 (복리후생투자가 교육훈련투자와 서비스업 화이트

칼라 자발적 이직률 간 정(+)관계를 약화) 검증을 위하여 패널분석 중

확률효과GLS 회귀분석을 단계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와 그림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지지가 되었다.

[표 14] 복리후생투자의 조절효과 분석(서비스업 화이트칼라의 경우)

주: 1) 표시된 값은 비표준화 회귀계수,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2) 조사년도 (더미), 산업 (더미), 연구개발조직형태(더미), 성과급비율, 수

그룹
종속변수 : 서비스업 화이트칼라 자발적 이직률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
257.25
(863.46)

31.02
(27.55)

-5.47
(29.42)

노조유무
36.32
(69.55)

-6.86*
(3.40)

-6.42*
(3.01)

조직규모
109.15*
(50.90)

-2.18
(2.11)

-1.60
(2.00)

조직연령
.86
(4.42)

.18*
(.08)

.12
(.08)

남성비율
-1.39
(2.26)

-.16*
(.08)

-.16+
(.08)

정규직비율
.19
(1.54)

.05
(.05)

.05
(.05)

1년 전 인원감축
-6.95
(27.41)

3.95+
(2.05)

3.71*
(1.85)

과거성과
22.34
(254.33)

21.20*
(8.25)

25.50**
(7.93)

부채비율
-59.38+
(30.69)

.14
(.96)

-.39
(.94)

노동장비율
19.63
(39.95)

1.05
(1.20)

1.25
(1.12)

은퇴지원여부
-90.72
(122.99)

1.39
(3.15)

1.19
(2.84)

교육훈련투자(A)
.82
(.87)

6.88*
(3.00)

복리후생투자(B)
-3.40+
(1.85)

11.84+
(6.26)

A × B
-2.98*
(1.27)

Chi-square 691.86*** 429.49*** 876.31***
R-square 34.01% 64.54% 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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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비율, 자본집약도, 기업종류(상장, 코스닥 등), 신규 상품·서비스 도입
정도는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결과보고에서는 생략함.
3) N(개체수)=92, Obs(관측치)=44, + p<.1, * p<.05, ** p<.01, *** p<.001

[그림 4] 복리후생투자의 조절효과 (서비스업 화이트칼라의 경우)

[표 14]를 보면, 서비스업 화이트칼라의 경우 복리후생투자가 교육훈

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결과 값이 나왔

다(β=-2.98, p<.05). 그러므로 가설 6의 경우 지지가 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표 14]의 결과표 및 관련된 주요 변수의 ±1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그림 4]과 같은 복리후생투자의 조절효과를 그려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복리후생투자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투자와 서비스업

화이트칼라 자발적 이직률 간 정(+)적인 상관관계가 약화된다. 이는 서

비스업종의 화이트칼라 및 그들을 관리하는 HR 매니저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훈련 후 근로자들이 이

직을 하는 경향성이 강한데, 복리후생투자가 이를 유의미하게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설5와 6의 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에 따른 외부노동시장

의 성격 차이가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 양상 및 이직에

따른 기회비용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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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 직종그룹 중 가장 낮은 자발적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교육훈련투자 및 복리후생투자의 이직률 감소효과가 미

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 서비스업 화이트칼라들의 경우, 기본

적으로 자신의 개발된 능력에 따라 이직이 제조업에 비해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교육훈련투자 및 복리후생투자의 이직률에 대한 효과가 훨씬 증

대되어 나타날 것이라 볼 수 있다.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보여준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혼재된 관계에 주목하며,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라는 직종에 따라 교육

훈련의 역설(Training’s Paradox)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리

고 어떤 직군별에서 복리후생투자가 이러한 역설 관계를 약화시켜주거나

교육훈련의 이직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시켜주는지도 살펴보았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교육훈련의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블루칼라의 경우 화이트칼라와 달리 교육

훈련투자가 증가됨에 따라 자발적 이직을 낮추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블루칼라의 경우 복리후생투자가 높을수록 교육훈련투자의 자발

적 이직률 감소효과가 더욱 증대해짐을 확인하였고, 서비스업 화이트칼

라의 경우 복리후생투자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정(+)적인 관계가 약화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제조업 블루칼라의 경우, 본 연구는 기업 내 직위(Status)가 화이트칼

라에 비해 낮게 인지되고, 이로 인해 기업 및 직무 자체에 대한 블루칼

라들의 애착 및 몰입도가 화이트칼라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루칼라들은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을 화이트칼

라에 비해 더 큰 의미를 지닌 보상으로 인지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가 이를 확인해 주었다. 그러므로 직위의 영향력이 낮은 특

성을 지닌 직군에서는 교육훈련이 회사에 애착을 갖게 되는 유의미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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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복리후생이란 또

다른 보상까지 동시에 보장될 시 그 경향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제조업 화이트칼라의 경우, 본 연구는 블루칼라와 달리 기업 내 직위

(Status)가 높게 인지되고 기업 및 직무 자체에 대한 애착 및 몰입도가

비교적 높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비교적 직위를 인정받는 직종

그룹이어서, 블루칼라와 달리 제조업 화이트칼라 직군에서는 ‘가르치면

떠난다’는 교육훈련의 역설(Training’s Paradox) 상황의 가능성이 존재함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비해 이직이 덜 활발하고 직종 자체

가 안정적인 특징을 지녔기에,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의 상호작용효과가

제조업 화이트칼라들의 자발적 이직감소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이직 의도를 지닌 제조업 화

이트칼라들의 이직 동기는 복리후생과 같은 보상의 불만족에 기인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더 나아가, 직위가 인정받고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

직종그룹은 자발적 이직 수준 자체가 타 직종에 비해 가장 낮고 교육훈

련의 이직감소효과 자체는 미미하지만, 그 만큼 교육훈련으로 인해 능력

이 제고된 인적자원의 생산적인 결과물이 타 직군에 비해 보다 더 보장

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도 있다.

서비스업 화이트칼라의 경우, 기업 내 직위(Status)가 제조업 화이트

칼라와 비슷하게 높게 인지되어 직무 자체에 대한 애착 및 몰입도는 높

을 것이나, 서비스업 노동시장의 이동용이성으로 기업 자체에 대한 애착

및 몰입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이 직군에서도 교육훈

련의 역설적 상황이 존재함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만, 서비스업 화이

트칼라는 그 직위를 인정받으나 동시에 이직이 비교적 활발한 직종 그룹

이다 보니, 교육훈련투자와 함께 복리후생투자가 높으면 그 만큼 이직의

기회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본 연구 결과에

서도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의 상호작용효과가 서비스업 화이트칼라들의

자발적 이직 감소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정

직종그룹의 노동시장 내 이동 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을 시, 그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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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교육훈련투자는 이직에 대한 증가효과를 불러일으키지만, 복리

후생투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인적자원의 외부유출을 타 직종에 비해 가

장 크게 억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여점이 있다. 첫째, 교육훈

련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혼재되어 나타났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직종(Occupational Group)이라

는 맥락(context)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둘

째, 블루칼라와 서비스업 화이트칼라와 같이 자발적 이직률이 다소 높은

특정 직종에서는 복리후생과 교육훈련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역할이 존재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특히나 기존 연구에서는 복리후

생제도를 포함한 여러 HR제도 묶음(Bundle)의 이직률에 대한 조절 및

감소 효과를 분석하거나 복리후생 자체의 이직률 감소효과를 연구했다

면, 본 연구는 복리후생에 대한 개별적인 투자수준이 교육훈련과 자발적

이직률 간 관계를 조절한다는 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기여사항이 있다. 우선, 근로자가 속

한 직종그룹에 따라 교육훈련투자의 효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직종그룹의 외부노동시장 특성

및 직무가치를 고려해보면, 직종그룹에 따른 교육훈련투자와 자발적 이

직률 간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논문

은 시사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블루칼라 또는 서비스업 화이트칼라를

관리해야하는 HR매니저들에게는 교육훈련과 복리후생 간 시너지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 논문은 서비스

업 화이트칼라 직종그룹을 관리해야하는 HR실무진 및 경영진에게 교육

훈련의 역설(Training’s Paradox)적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복리후생투자로 제안하였다.

물론 본 연구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의 데이터는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다른 나라의 기업에까지 적용이 가능한지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해외 데이터를 가지고 추

가적인 실증분석을 시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HCCP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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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어떠한 복리후생제도가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없었다는 한

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복리후생투자뿐만 아니라 복리후생의 여

러 제도들 중 어느 것이 교육훈련과 함께 이루어졌을 시 이직감소에 시

너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복리후생

이외에 다른 HR제도와 교육훈련 간 상호작용이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논문의 데이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2009년 이

후부터 지난 10년 간 기업의 1인당 교육훈련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심지어 2011년 이후로는 기업의 1인당 복리후생투자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해왔다. 그만큼 실무영역에서 HR전문가들과 경영진은 교육훈련

과 복리후생제도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이 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투자와 복리후생투자

는 결코 비용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둘의 투자액을 적절히

분배한다면 그 시너지효과가 양질의 스킬을 지닌 인적자원의 회사이탈방

지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가 실무진 및

경영진에게 이와 같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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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view of the firms, the results of training can be either

positive or negative. If a trained employee devotes himself or herself

to the company, the company’s productivity will be improved. On the

other hand, if a trained employee leaves the company, the company

will lose his or her trained potential. In fact, the existing literature on

turnover shows that the effect of educations and training programs

on reducing the turnover rate is mixed: (1) positive, (2) negative, (3)

or even insignificant. Based on human capital theory, this study

proposes the occupational group (blue colla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hite collars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the welfare benefit investments as the variables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ning investment and voluntary tur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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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ata from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 from 2009 to 2017, it was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training’s paradox (leaving the company after getting

education and training) is high in the white-collar occupational group

rather than in the blue-collar group. In the case of blue collars, the

higher the welfare benefit investments, the stronger the effects of the

training investment on reducing the voluntary turnover. In the case of

white collars in the service industry, the higher the welfare benefit

investments, the weak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ining

investment and the voluntary turn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 synergistic effect of two HR practices, training and welfare

benefits, for CEOs and practitioners who assess training and benefits

as the cost and persevere at decreasing investments in these two

practices for the past ten years.

Keywords : Training, Voluntary Turnover, Welfare Benefits,

Occupational Group, Blue collars, White c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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