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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이연구의목적은중소기업 S-OJT훈련가의헌신과업무부하, 보상(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

자율적 직무동기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업무부하, 보상(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 자율적 직무동기의

영향을 구명하고, 둘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헌신과업무부하의관계에서보상(물질적, 사회

관계적, 직무적)이 헌신에 대한 업무부하의 부적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구명하며,

셋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헌신과보상(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의 관계에서자율적직무

동기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구명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 중소기업에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S-OJT훈련가 565명이며, 모집단의 크기에 따른 적정 표집수는 226명이

었다. 무선표집을 활용하여 350명을 표집, 온라인 설문지가 링크된 이메일을 발송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로 훈련가 헌신, 업무부하, 보상(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 자율적 직무동기, 응답자

일반사항으로구성된설문지를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이루어졌으며,

총 350명에게이메일을활용한설문이배포되었고, 이중 260개(회수율 74.2%)의설문지가회수되었다.

회수한설문지중불성실응답18부를제외한242부가최종적으로분석에사용되었다(유효자료율69.1%)



자료는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백분율, t검증, 일원변량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의 통

계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업무부하는 훈련가의 헌신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질적 보상, 사

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는 헌신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자율적 직무동기 중 동일시 동기가 내재적 동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고, 보상 유형 중에서는 직무적 보상의 영향이 가장 크고,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의 순

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변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업무부하와 자

율적 직무동기는 훈련가의 헌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직무적 보상,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만이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은

업무부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크기는

직무적 보상이 가장 크고,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훈련가의 헌신과 물질적 보상, 직무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사회관계적 보상과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율적 직무동기

의 영향으로 물질적 보상과 직무적 보상이 헌신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특히 자율적 직

무동기와 직무적 보상의 상호작용으로 자율적 직무동기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훈련가의 헌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훈련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훈련을 위한 준

비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명시하는 등 회사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물질적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을 증가시키고 헌신

에 대한 업무부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지만, 현재 물질적 보상의 수준이 보통 이하로 나

타남에 따라 물질적 보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훈련가의 직무를 독립적인 단일

직무로 설계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거나 승진에 필수적인 경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관계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훈련가에 대한 상사와 동료의 지원과 협조를 강조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과 사회에서 훈련가를 존경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무적 보상은 헌신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상방안 설계시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즉, 훈련가가 자신의 직무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훈련가의 직무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율적 직무동기는 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율적 직무동기가 높을

경우 비록 물질적 보상이 적더라도 높은 헌신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숙련가가 교육훈련 업무

에 대한 흥미와 자기성장 기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훈련가에 대해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훈련가로 활동하는 것을 자신의 역량개발 및 직업적․사회적 성장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경로 제시, 교육기회 부여,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인 설계가 필

요하다. 또한 훈련가를 선발하는 단계부터 훈련 업무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 것

도 중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훈련가의 헌신에 영

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훈련가의 업무부하, 소진,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훈련가 헌신의 하위요인, 즉, 헌신의 대상에 대한 구분, 대상

별 관련 변인의 영향관계 등이 보다 깊이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S-OJT훈련가, 헌신, 업무부하, 물질적보상, 사회관계적보상, 직무적보상, 자율적직무동기

학 번 : 2011-2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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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소기업청(2013)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성장에 필요한 연구직과 기술직 등 고급인력부분에서 인력

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의 직무능력이 실무를 담당하기에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육성 및 숙련인력 부족을 해소할만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

에서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훈련 방법으로 체계적인 현장훈련(S-OJT)에 주목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체계적인 현장훈련은 대기업에서도 효율적인 교육훈련 방법이지만, 업무

공백의 우려 때문에 집체훈련에 근로자를 보내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장훈련은 업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현장에서 숙련된 근로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

육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Jacobs, 2003; 조세

형, 윤석천, 2010; 최영준, 2014), 최근에는 현장직무 교육훈련이곧조직성과의향상으로 이어진다

는 연구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박윤희외, 2011; 박한규, 2011; 백동욱, 2011; 유정만, 2007; 이찬외, 2013;

전은지, 송영선, 이희수, 2011;조세형, 윤동열, 2011;조세형, 윤석천, 2010; 정기영, 2006; Cho, 2004).

초기 현장훈련이 주로 직무현장에서 감독자가 부하 직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지식 및

기능을 임시응변으로 전달하는 비체계적인 방식이라면, 최근의 현장훈련은 교육훈련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계획된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발전

하고 있다. 체계적인 현장훈련은 훈련 실행에 앞서 훈련의 계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현장훈련의 핵심을 훈련가의 전문성과 자질, 역량이라고 하면서 훈련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Jacobs, 2003; 김수원, 손희전, 박재운, 2005; 박경규, 임효창, 2000; 어

수봉, 조세형, 2008; 임세영, 최현숙외, 2009; 조세형, 윤동열, 2011; 조세형, 윤석천, 2010; 최영준, 2014).

현장훈련에서 훈련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이 처한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훈련가는 훈련에 필요한 모듈을 개발하고, 훈련을 실시하며, 후배사원을 평

가하고, 피드백을 실시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후배사원과의 관계에서 조직에 대한 안내자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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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사소통망 형성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임세영 외. 2009).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후배사원을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할 만큼 숙련된 근로자는 그 숫자가 적은 반면, 기업 내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양하고, 일의 절대적인 양도 많아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정현, 2012; 임세영 외, 2009).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방문하거나,

긴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발생할 경우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긴박한 생산일정을 맞추

기 위해 불규칙적인 주말근무나 야간근로도 해야 하는데, 이와 더불어 훈련 모듈 개발과 교수

활동도 수행해야 한다. 본연의 업무 외에 훈련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사회

적으로 합당한 대우와 임금 등 보상체계는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훈련가가 업무부하의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특수한 상황에서의 교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특성은 그간 연구 주제로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Jacobs(2003)는 S-OJT 트레이너

의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업무부하를 언급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강한 내재적 동기, 훈련가로서 업무기대를 가진 사람을 트레이너로

선발하여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훈련가에 대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조세형, 윤석천, 2010; 박한규, 2011; 최

영준, 2014),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상요인들에 주목하여야 하는지, 또 각 보상 요인들은 업무환

경 또는 훈련가의 내적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훈련의 성

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훈련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훈련가의 업무부하 상황과 보상요인 및 훈련가의 내적인 요인이 훈련가의 업무 태도나 행

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들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하여 종합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훈련가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받는 근로자이며, 이들이

업무부하를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훈련가의 헌신에 업무부하와 유형별 보상, 즉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 그리고 자율적 직무동기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내재적인 동기와 가르치는 업무로부터 얻고자 하는 자기성장의 기대감이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영향에서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 보상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적은 보상으로도 높은 헌신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과 헌신의 관계에서 자율적인 직무동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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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 훈련가의 업무부하와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 자율적인 직무동기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훈련가의 헌신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가를 선발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등 훈련가 선발 및 지원, 육성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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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 자율적 직무동기, 유형별 보상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대한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둘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유형별 보상의 조절효과를 구명

한다.

셋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유형별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

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의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대한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가설 1-1. 업무부하는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2. 물질적 보상은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3. 사회관계적보상은중소기업 S-OJT훈련가의헌신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다.

가설 1-4. 직무적 보상은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1-5. 자율적 직무동기는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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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보상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가설 2-1. 물질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완화할 것이다.

가설 2-2. 사회관계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완화할 것이다.

가설 2-3. 직무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을 완화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

효과를 구명한다.

가설 3-1. 자율적 직무동기는 물질적 보상과 중소기업 S-OJT훈련가 헌신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가설 3-2. 자율적직무동기는사회관계적보상과중소기업 S-OJT훈련가 헌신의 관계를 조절

할것이다.

가설 3-3. 자율적 직무동기는 직무적 보상과 중소기업 S-OJT훈련가 헌신의 관계를 조절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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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가. S-OJT훈련가

본 연구에서 S-OJT훈련가(이하, 훈련가)란 중소기업의 숙련근로자 중에서 후배사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기술, 지식 및 능력을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방법으로 전수하도록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기업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의 S-OJT트레이너를 말한다.

나. 훈련가의 헌신

본 연구에서 훈련가의 헌신이란 '훈련가로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정도‘를 말

한다. 구체적으로는 훈련가의 훈련, 가르치는 후배사원,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행위를

말한다. 태도는 대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동일시하는 정도로 측정되며, 행위는 대

상을 위해 실제 노력하는 정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새롭게 개발한 헌신 측정

문항에 훈련가가 응답한 점수를 말한다.

다. 업무부하

본 연구에서 업무부하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기대 및 요구, 책임에 직면하

여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병권(2013)이 사용한 업무과부하 측정문항에 훈련가가 응답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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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율적 직무동기

본 연구에서 자율적 직무동기란 훈련가로서 활동함에 있어 훈련가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자기성장 기대 등에서 비롯된 자율적인 동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적 직무동기는 내적 흥미나 즐거움을 나타내는 내재적 동기와 자기성장 기대를 나타내는

동일시 동기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고수일과 한주희(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선(2012)이

활용한 자율적 동기에 해당하는 문항에 훈련가가 응답한 점수를 말한다.

마. 보상

본 연구에서 보상이란 훈련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주어지는 긍정적인 대가로서

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 보상을 말한다. 훈련가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보상으로는 임금, 수당과

인센티브, 승진, 근무환경의 개선, 고용안정이 있으며, 사회관계적 보상으로는 상사와 동료들의

지원과 협조, 존경, 친밀감 등이 있다. 직무적 보상은 훈련가 업무수행으로부터 비롯된 직무흥미,

성장기회, 역량발휘기회, 권한, 책임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광수(2013)와 유영현(2007)이

활용한 보상 측정도구를 훈련가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 도구에 훈련가가 응답한 점수를 말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일터에서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S-OJT훈련가 전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의 훈련 상황과

개별 기업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훈련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고용노

동부에서는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기업에서 지정한

S-OJT 트레이너를 연구의 목표모집단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기

업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가 전체에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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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중소기업과 S-OJT(체계적 현장직무교육훈련)

가.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한국고용정보원(2013)에서 발표한 2012년 직업능력개발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중 약 71.7%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9.3%

만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28.3%를 차지하는 300인 이상사업장 가입자의 참여율(32.3%)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이다. 이처

럼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이 대기업에 비해 소극적인 이유는 ‘업무공백의 우려’, ‘효과적인 교육과

정 부족’, ‘교육 프로그램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 2012).

한편,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중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는 내부 숙련자 노하우 전수가

85.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Ⅱ-1> 참조). 이는 중소기업에서 업무공백 등을 우려해 집체

훈련 등을 주로 하는 정부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내부 숙련자 등을 활용하는

일터학습을 주로 교육훈련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분
국내대기업
연수 해외기업연수

대학연계
교육연수

내부숙련자
노하우전수

직업훈련
기관위탁 기타

중소제조업 20.2 3.1 4.0 85.5 28.9 0.6

소기업 19.8 3.0 4.0 85.9 28.0 0.6

중기업 26.4 4.3 3.9 79.9 41.5 0.3

<표 Ⅱ-1> 중소제조업 재직자 역량강화 방법

(단위 : %)

주1) 복수응답으로 합계 100초과

자료 : 중소기업청. (2013). 201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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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현장훈련은 별도의 사전 계획 없이 임기응변적으

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작업현장에서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비체계적인 훈련의 경우,

훈련의 내용이 종종 부정확한 경우도 발생하며, 훈련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본래 목적하는 효과

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S-OJT가 등장하게 되

었다(Jacobs, 2003).

나. S-OJT(체계적 현장직무교육훈련)

1) S-OJT(체계적 현장직무교육훈련)의 개념

S-OJT는 Structured-On-The-Job Training의 약칭으로 ‘구조화된’, ‘체계적인 현장직무교육

훈련’이라고 한다. S-OJT의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OJT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OJT는 '직무현장에서 직속상사나 선배사원이 부하직원에 대해서 일상적인 직무현장

에서 주어지는 모든 기회와 장소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

도 등에 대해 교육훈련을 시킴으로써 부하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꾀하고자하는 교육훈련 방법'

이다(박경규 외, 2000). 반면, S-OJT의 경우 일터현장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상사가 후배사원에

게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훈련의 계획정도, 훈련가의 전문성, 훈련대상 과

업의 범위, 훈련의 방식 등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개념이다(최영준, 2014).

첫째, 훈련의 계획정도에 있어서 OJT가 별도로 마련된 계획 없이 임시응변적인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라면, S-OJT는 훈련의 목표, 필수 학습요소, 훈련내용,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계획하는 활동이다.

둘째, 훈련가의 전문성 측면에 있어서 OJT의 경우 훈련가는 선발이나 양성을 위한 별도의

지침 없이 해당 직무의 경험자가 담당하게 되지만, S-OJT의 경우 훈련가는 현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업무분석, 모듈개발, 훈련실행, 평가 등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전

문성을 갖추어 훈련을 진행한다.

셋째, 훈련의 범위에 있어서 OJT의 경우에는 특정한 과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모

호한 경우가 많지만, S-OJT의 경우 직무(job)내 구체적인 임무(duty)혹은 특정 과업(task)을

대상으로 한다.

넷째, 훈련의 방식에 있어서 OJT는 숙련자와 후배직원의 자연스러운 지식, 정보, 노하우의

전달을 강조하지만 S-OJT의 경우에는 숙련자가 구체적인 실행단계(준비-시연-실습-피드백-수

행단계)에 기반하여 훈련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OJT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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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S-OJT는 훈련의 목표, 필수 학습요소, 훈련내용, 평가지표 등을 사전

에 계획하여, 현장훈련 실시에 필요한 업무분석, 훈련실행, 평가 등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교

육훈련에 관한전문성을갖춘전문가에의해, 구체적인임무(duty)혹은특정과업(task)을 대상으로,

구체적인실행단계(준비-시연-실습-피드백-수행단계)에 따라전달하는 훈련방법이다.

2) S-OJT의 절차

Jacobs(2003)에 의하면 S-OJT는 <표 Ⅱ-2>와 같이 6단계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 1단계는 S-OJT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업무특성, 활용 가능한 자원, 재무

적 사항, 작업현장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업무특성은 훈련의 긴급성, 업무 수행 빈도,

업무난이도, 실수의 결과에 대한 고려이다. 활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고려란 교육훈련을 수행할

숙련가의 보유여부,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장비와 도구,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이다. 재무적 사항에 대한 고려란 교육훈련생의 수, 예상되는 재무적 성과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작업현장의 제한사항에 대란 고려란 적합한 교육훈련 장소의 마련과 업무수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훈련생의 선행지식의 정도, 선호하는 학습방법,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제 2단계는 현장훈련 대상 업무를 분석하는 것이다. 해당 업무의 행동, 수행 결과물, 선행지

식, 기술, 태도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현장모듈을 설계하고 성과목표, 사전이수과목, 필요한

장비와 도구, 부가적인 정보, S-OJT훈련가의 선정기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 3단계는 S-OJT훈련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S-OJT훈련가는 해당 업무의 숙련된 직원으로

서의 전문역량과 S-OJT훈련가로서의 교수역량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S-OJT훈련가의 역량은

현장훈련의 성과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조세형,윤석천, 2010). 따라서, S-OJT훈련가가 자

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려는 의지, 동료를 존경하는 마음가짐,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S-OJT훈련가 선발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훈련가는 사내공모, 지명, 채용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Jacobs(2003)는 특히 선발된 S-OJT훈련가는 체계적 현장훈련에 대한 이론적

이해, 업무분석, 현장훈련모듈 설계, 현장훈련 전달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제 4단계는 체계적 현장훈련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장훈련 모듈에는 훈련제목, 교육훈

련 목적, 선행요건, 훈련자원, 훈련내용, 교육훈련 실행, 수행 평가와 피드백 등 훈련전달에 필

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훈련모듈은 S-OJT훈련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 훈련생이 교육훈련기간 동안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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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단계는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 S-OJT훈련가는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

계획, 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자원, 훈련모듈을 검토한다. 훈련 실시과정은 훈련생 준비시키기,

훈련제시, 훈련생으로 하여금 직접 하게하기, 그에 대한 피드백 제공, 훈련생의 성과를 평가하

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제 6단계는 현장훈련의 전체 결과를 평가하고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다. 이는 현장훈련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입, 프로세스, 산출, 상황 요인에 대

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때 비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진행하였을 때와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을 경우를 재무적인 관점에서 비교하여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무

적인 접근은 최고경영자에게 현장훈련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단계 세부내용

1단계: S-OJT 사용여부결정

↓

￮ 업무특성(훈련의긴급성, 업무수행빈도, 업무난이도, 실수의결과)
￮ 활용가능한자원(숙련가보유여부, 훈련시간, 훈련장비, 자료활용가능성)
￮ 재무적사항(훈련생수, 예상되는재무적성과)
￮ 작업현장 제한(적합한 교육장소 마련, 업무수행 방해 가능성, 훈련생
선행지식정도, 선호하는학습방법, 문화적차이)

2단계: 대상업무분석

↓

￮해당업무의행동, 수행결과물, 선행지식, 기술, 태도등과관련한정보분석
￮ 현장모듈설계
￮ 성과목표, 사전이수과목, 필요한장비와도구, 부가적인정보,
S-OJT훈련가선정기준결정

3단계: 훈련가양성

↓

￮ 전문역량과교수역량을가진숙련직원중지식공유의지, 동료에대한존중,
조직에대한애착을가진직원을사내공모, 지명, 채용등의방법으로선발

￮ S-OJT 이해, 업무분석, 모듈설계, 전달및평가에대한교육이수
4단계: 훈련모듈개발

↓
￮  제목, 목적, 선행요건, 자원, 내용, 실행, 평가와피드백정보포함

5단계: 훈련의실시

↓

￮ 사전검토(훈련계획, 장소, 시간, 자원, 모듈등)
￮ 훈련실시(훈련생준비→훈련제시→훈련생시연→시연에대한피드백
→훈련생성과평가)

6단계: 평가및문제점해결
￮ 훈련투입, 프로세스, 산출, 상황요인에대한문제개선
￮ 훈련의성과를재무적성과로제시

<표 Ⅱ-2> 체계적인 현장훈련의 6단계 절차

자료 : Jacobs, R.L.(2003). Structured on the job training: Unleashing employee expertise in the

workplace(2nd ed.). San Francisco,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pp. 57-16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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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JT의 장점

OJT는 집체훈련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S-OJT는 비체계적인 OJT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집체훈련의 경우 기업이 요구하는 훈련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훈련교재 또는 별도의 훈련방법

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숙련가가 가진 암묵적 지식들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지만 OJT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작업자 스스로 혹은 감독자가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에 적합한 훈련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OJT는 작업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배사원의 학습동기를 제고하여 후배

사원과 기업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학습방법이다(조세형 외, 2010). 훈련가는 OJT과정

을 통해 후배사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훈련의 내용을 조절하기 쉽고, 훈련과정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곧바로 고칠 수 있고, 잘한 것은 강화할 수 있어 후배사원의

학습동기를 높이게 된다. 또한 직무상황과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훈련의 전이 역시

더욱 높아지게 된다(박경규 외, 2000).

또한, 별도의 교육시설이나 강사비가 발생하지 않고, 작업현장을 떠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

통비, 장소임대료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훈련방법이다(조세형 외,

2010; 박한규, 2011). OJT가 상사와 동료간의 이해와 협동을 향상시킨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OJT는 대부분의 경우 직속선배가 부하직원에 대해 직접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때문

에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없다는 점과 교육훈련의 내용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은 가르치기 어렵다는 점 등은 단점으

로 지적되었다(박한규, 2011).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훈련방법이 프로세스를 구조화·체계화한

S-OJT로써 OJT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첫째, S-OJT는 비체계적인 OJT에 비해 학습시간을 급격하게 줄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킨

다는 장점이 있다(Jacobs, 2003). 이에 따른 훈련비용 및 기회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S-OJT로

인한 훈련시간의 단축 효과는 비체계적인 OJT보다 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재무적 이익은 2～8배에 해당한다(Jacobs, 2003). S-OJT는 업무단위 직무역량에 대한 체

계적인 정립을 통해서 미숙련 직원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숙련된 직원의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당 단위 생산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작업지시를 가능하게 해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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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줄이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는 S-OJT가 개인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직의성과를향상시킬수 있음을나타낸다(조세형, 윤동열, 2011).

둘째, S-OJT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재무적인 성과로 나타낸다. 기존의

비체계적인 OJT의 경우 훈련가가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가르친 내용이 무

엇인지, 또 그것이 실제로 필요했는지를 알 수 없었고, 훈련의 결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평

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S-OJT의 경우에는 훈련의 필요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훈련의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훈련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

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교육훈련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경영진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셋째, S-OJT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된 훈련모듈은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지적

자본을 증가시킨다. 즉, 훈련생에게 필요한 훈련내용을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문서화된 형식으

로 전달함으로써 훈련생은 보다 쉽게 훈련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 된다(Jacobs, 2003). 문서화된

훈련모듈은 훈련가의 암묵적 노하우를 형식화하여 조직지식으로 전환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가

진다. 이와 같은 형식지의 개발은 조직 내 개별 구성원의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조직

전반의 지적자본 증진에 도움을 준다(윤석천 외, 2009).

S-OJT의 효과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우선,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훈련과정

에서 우수한 직원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승진 평가 수단으로 S-OJT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S-OJT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직원들에게 조직이 직원들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S-OJT를 통해 최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직원간 토론이 이루어지고, 특정업무에 연관된 부서 간에 정보가 교환

되면서 조직 전체의 의사소통이 향상된다. 또한, 우수한 작업방법이 표준화, 체계화되어 정리됨

에 따라 시행착오가 줄어들게 된다.

직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표준화된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새

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덜 수 있고,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과 권리가 명

확해짐에 따라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스스로의 업무방식에 대해서 성

찰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역량개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한다(Jacob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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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역할과 역량

가. 중소기업 S-OJT 훈련가의 역할

역할이란 주어진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말한다(네이버 지식

백과, 2014). 따라서 훈련가의 역할이란 훈련가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말한다.

Jacobs(2003)는 S-OJT를 실시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S-OJT트레이너라고 하면서 이들

은 교육훈련의 준비자, S-OJT모듈의 전달자로 S-OJT운영에 관한 전반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고 하였다. 교육훈련의 준비자라 함은 훈련실시에 앞서 훈련대상 업무를 정하고, 이를 분

석하여 훈련계획서 및 훈련모듈을 작성하는 교육훈련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훈련실시에

앞서 대상 업무의 행동, 수행결과물, 선행지식, 기술과 태도는 물론 훈련의 목표와 필요장비 및

도구,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 등을 계획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포함한다. S-OJT모듈의 전달

자로서의 역할은 훈련계획서에 의한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역할을 말한다. 훈련은 준비, 시연, 실습, 피드백, 수행평가의 단계로 실시되며, 강사로서 훈련생

개인의 능력 정도에 따라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잘못한 점은 개선하고, 잘한 점은

칭찬하여 훈련생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고 훈련생의 작업과 관련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문제해

결능력을 길러 조직성과를 달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훈련가는 훈련생의

수행에 대한 평가자가 되기도 한다. 훈련가가 작업 일선에서 후배사원을 지도하고 그들의 수행

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는 후배사원의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다.

임세영 외(2009)의 연구에서는 S-OJT를 실시하는 숙련근로자를 트레이너라고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트레이너는 교육훈련 활동을 통해 후배사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때,

후배사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자 역할을 한다. 후배사원이 사회로부터 조직에

편입되면서 생소한 조직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충을 상담해 줌으로써 조직

문화에 동화되도록 돕는다. 또한 조직의 여러 주체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며, 의사소통망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임경화(2014)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

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기술, 지식 및 능력을 전수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기업현장교사라고 지칭하고, 이들의 역할과 역량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기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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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는 명칭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한국형 도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업현장의 트레이너를

법제도적으로 공식화 한 명칭이다(산업현장일학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5호). 그에 따르면 기

업현장교사의 역할은 운영자(95%), 강사(92%), 평가자(88%), 상담자(89%)로 나타났다. ‘기업현

장교육 운영자로서의 역할‘이란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일학습병행 훈련계획

을 수립하고, 계획된 훈련과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등 전체 훈련과정을 계획 및 주도하는 역

할이다. ‘강사로서의 역할’은 훈련을 지도하는 역할을 말한다. ‘평가자로서의 역할’은 학습근로자

의 과정 수행 및 학습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훈련목표에 맞게 훈련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역할을 말한다. 임경화(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면담조사 결과에 의

하면 기업현장교사가 학습근로자의 근태에 대한 관리 및 개인평가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란 학습근로자의 인적,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근로자들의 부족한 역량 개발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훈련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습에 대

하여 조언하고, 훈련생에게 회사생활 적응에 필요한 조언 및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 학습근로

자가 기업 내에서 잘 적응하고, 훈련을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사업주와 지속적으로 상의하여 학습근로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말한다. 일학습병행제

의 확대에 따라 고졸근로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고, 처음 회사생활을 시작하는 고졸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일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 소양 교육이 함께 필요하게 되었고, 기업현장교사는 상

시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훈련가는 교육훈련설계자, 교육훈련 전달자, 평가자, 상담자, 조직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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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OJT훈련가의 역량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

인의 내재적인 특성’을 말한다(Naver HRD용어사전, 2010).

Jacobs(2003)는 체계적인 현장직무교육을 운영하는 사내의 숙련근로자를 ‘트레이너’라고 하였

다.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 등 8가지

의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트레이너의 역량에 대해 세

부적으로 알아보면,

첫째,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성(Adequate competence

in the work)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태도와 역량을 갖추었다는

공식적인 자격, 즉 기대를 지속적으로 충족 시켰거나 기대를 넘는 수준의 수행 성과물을 획

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능력(documented ability)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트레이너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

(Specialized training and education)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이는 수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며, 강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훈련생을 평가하는 등 교수능력과 관련된 역량을 말한다. 이를 위해

트레이너가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지도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수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트레이너는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willingness to share)가 있어야 한다. 트레

이너는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역량이 향

상되는 것으로부터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어야 한다.

넷째, 트레이너는 동료로부터 인정과 존중(Respect of peers)을 받고 있어야 한다. 트레이

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문제해결 능력, 조직에 대한 이해 등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동료들로부터의 인정과 존중을 받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트레이너는 대인관계 관리 능력(Interpersonal skills)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트레

이너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

하는 의사소통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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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트레이너는 읽고 쓰는 능력(Literacy skills)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트레이너는 모든

작업을 총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의 소요량과 재고량 등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원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

한 기본적인 읽기・쓰기 능력과 작업 단위에 관련된 것을 능숙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곱째, 트레이너는 조직에 대한 관심(Concern for organizatio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트레이너는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안전적인 작업 수행을 따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조

직의 성과목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너는 스스로 업무에 대한 기대(Work expectations)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숙련된 근로자들은 업무 기대 혹은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과제(assignments)를 가지고 있

으며 이는 그들이 트레이너로서의 활동을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조세형, 윤석천(2010)은 사내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숙련근로자를 현장훈련교사라고 지칭하고,

현장훈련교사의 역량이 현장훈련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장훈련교사의 역량은 전공분야 지식 및 실무능력, 교수능력, 현장훈련 설계능력, 현장훈

련 교재개발 능력, 현장훈련 요구분석 능력, 현장훈련 계획 능력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능력은 조

직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화(2014)의 조사에서는 기업현장교사의 역할에 따른 역량이 4개 역할 19개 역량으로 나타

났다. 우선 운영자로서 필요한 역량은 성인학습에 대한 이해, 기업현장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S-OJT지식, 교육계획 수립능력, 교육운영 스킬, 교육수요 분석과 교육

과정 설계 능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강사로서의 역량은 교재개발, 교육매체 개발, Teaching

Skill, 피드백 스킬, 학습촉진 능력이 요구된다. 평가자로서는 교육평가기술, 문제해결력, 통계분

석 및 활용능력이 요구된다. 상담자로서는 상담 및 코칭스킬, 토의운영 및 촉진스킬, 셀프리더

십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기업현장교사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도출된 필요역량으로 자기 분야에 대

한 전문지식과 전공지식, 풍부한 현장경험, 조직관리 경험을 통한 회사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이해

및 목적의식, 적극적인 마인드, 신세대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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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가 헌신의 개념과 측정

헌신(獻身)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14). 그런데,

이러한 헌신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무엇에 대하여 헌신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S-OJT훈련가의 헌신 개념을 정의하기위해 선행연구

에서 정의된 헌신의 개념과 대상, 구성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훈련가의 역할과 연관한

훈련가 헌신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가. 훈련가 헌신의 개념

1) 헌신의 대상

국내에서 훈련가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박한규(2011)와 최영준(2014) 등의 연구가 있으며, 특히

최영준(2014)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계적 현장직무 교육훈련 활동과 개인 및 조직 수준 변인의 위

계적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조직수준 변인의 하나로 훈련가 특성을 제시하였고, 그 특성 중 하나가

훈련가의 헌신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훈련가 헌신이란 ‘훈련가가 후배사원 및 훈련가로서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나타내는 심리적인 애착 정도’라고 한다.

최영준(2014)은 전승환(2013)이 연구한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의 헌신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훈련

가 헌신의개념을도출하였다. 이와 유사한연구로는김경인(2013), 노종회(2004) 등의 연구가 있다.

전승환(2013)은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의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조직차원의 변인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교사헌신을 ‘교사로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정도‘를 의미하

며,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수업, 학생 및 학교조직에 대하여 갖는 가치인식, 동일시 및 관여의 정

도라고 하였다.

김경인(2013)은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자율성, 관심 및 헌신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교사들이 교과목, 수업, 학생, 조직 및 교직 자체에 대하여 갖는 가치인식

의 정도’를 교사헌신이라고 정의하고, 이는 각 대상들에 대한 심리적 애착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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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회(2004)는 조직헌신과 교직헌신간의 개념적 차이를 규명하고, 교직헌신을 구성하는 기본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초중등교사의 교직헌신을 개념화하면서 ‘교사들이 교과목과

학생, 교직자체에 대해서 나타내는 심리적 애착의 상대적 강도’를 교직헌신이라고 하였다.

훈련가가 후배사원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라는

점에서 작업자 및 근로자 등의 헌신에 관한 연구로는 손일문 외(2012), 오윤정(1995), 유규종

(2005) 등의 연구가 있다.

손일문 외(2012)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와 조직에 미치는 헌신의 관계에서 인구통계적

특성과 건강특성, 직업특성이 이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조직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

한 헌신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된 조직에 대한 헌신은 ‘조직에 대한 신뢰,

목적과 가치에 대한 수용, 조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일원으로서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이

라고 정의된다. 또한 직무에 대한 헌신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나 일련의 직업에 대해서 개인

의 믿음이나 수용, 직업에 대한 소속감을 기꺼이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기업 연구개발인력의 헌신에 관해 연구한 오윤정(1995)에 따르면 헌신은 ‘조직 내에서 구성원

이 취할 수 있는 태도와 행위’로서 구성원의 헌신은 조직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헌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직에 대한 헌신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조직목표, 가치에 대한 일체감’

등으로 정의되고, 직무에 대한 헌신은 ‘직무에 대한 열중과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유규종(2005)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이벤트 참여만족이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조직헌신의 개념을 '조직원들이 직장의 목표

와 가치를 수용하고 직장조직에 일체감을 가지고 직장을 위해 고도의 노력을 보이려는 의지와

조직원들이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욕구를 나타내 보이는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윤지연(2013)은 팀티칭 보육교사의 자기결정성이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

으며, 조직헌신의 개념을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강한 믿음을

갖고, 수용하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며, 구성원으로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욕구’

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무엇에 대하여 헌신하는가, 즉 헌신의 대상은 연구자마다 달리

정의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헌신의 대상은 조직이나 직무 등 어느 하나에 국한되는 단일차원

의 것이 아니라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개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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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헌신의 종류 개념정의

최영준(2014) 훈련가 헌신
훈련가가 후배사원 및 훈련가로서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나타내

는 심리적인 애착 정도

전승환(2013) 교사헌신 교사로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정도

김경인(2013) 교사헌신
교사들이 교과목, 수업, 학생, 조직 및 교직 자체에 대하여 갖는

가치인식의 정도

노종회(2004) 교직헌신
교사들이 교과목과 학생, 그리고 교직 자체에 대해서 나타내는 심

리적 애착의 상대적 강도

손일문 외(2012)

조직헌신
조직에 대한 신뢰, 목적과 가치에 대한 수용, 조직을 위하여 노

력하고 일원으로서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

직무헌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나 일련의 직업에 대해서 개인의 믿음이나

수용, 직업에 대한 소속감을 기꺼이 유지하려는 것

오윤정(1996)

헌신 조직내에서 구성원이 취할 수 있는 태도와 행위

(조직에 대한 헌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조직목표, 가치에 대한 일체감

(직무에 대한 헌신) 직무에 대한 열중과 적극적인 활동

유규종(2005) 조직헌신

조직원들이 직장의 목표와 가치를 수용하고 직장조직에 일체감

을 가지고 직장을 위해 고도의 노력을 보이려는 의지와 조직원

들이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욕구를 나타내 보이는 형태

윤지연(2013) 조직헌신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하여 강한 믿

음을 갖고 수용하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며, 구성

원으로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욕구

<표 Ⅱ-3> 선행연구에 나타난 ‘헌신’의 개념정의

알 수 있다. 이처럼 헌신의 대상이 다양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개인이 동시에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헌신할 때, 그 헌신의 하위 대상 간에 일어나는 헌신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중첩될

수 있다(홍창남, 2009; 오윤정,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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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신의 구성요인

최영준(2014)은 훈련가 헌신의 구성요인을 ‘심리적인 애착 정도’라고 단일한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최영준(2014)이 훈련가헌신을정의함에있어참고한선행연구인전승환(2013)의 연구에서는

교직헌신의 구성요인을 인지적측면의 ‘가치인식’, 정의적측면의 ‘동일시’, 행위적측면의 ‘관여’라고

정의하고 하였다. ‘가치인식’은 개인이 헌신 대상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동일시’는

개인이 헌신 대상과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관여’는 헌신 대상에 대한

목표와 가치의 실현을위한적극적인 실천을말한다.

김경인(2013) 역시 교사의헌신을 ‘심리적인애착정도’라고하면서단일한개념으로구성하였다.

노종회(2004)는 교직헌신의 기본요인을 전문의식, 교육애, 열정이라고 제시하였다. 전문의식은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교직생활을 영위하는 자세, 교육애는 교사들이 교

육에 기본이 되는 가치, 규범, 역할 등을 수용하는 자세, 열정은 교사들이 정규시간에 관계없이

학생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말한다.

손일문 외(2012)는 헌신의 구성요인을 정서헌신, 지속헌신, 규범헌신이라고 하였다. '정서

헌신'은 조직(직무)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통하여 조직(직무)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열정

으로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규범헌신'이란 조직(직무)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조직이 부여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재적 가치관을 말한다.

'근속헌신'이란 지금까지 투자한 조직(직무)활동을 조직(직무)을 그만둠으로써 안게 될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직과 같은 다른 대안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조직(직무)에 남으려는(지키려는) 경향을 말한다.

오윤정(1996)은 '헌신'을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취하는 태도와 행위’라고 하면서, '조직

헌신'과 '직무헌신'으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조직헌신'은 회사를 위하여 노력하

겠다는 의지, 회사에 머무르고자 하는 욕구, 회사의 가치관과의 동일시 차원으로 구성되며, '직

무헌신'은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노력을 부여하려는 의지’라고 하여, 책임감,

의무감, 노력부여 의지를 구성개념으로 하였다.

유규종(2005)은 헌신의 구성요인을 ‘가치헌신’과 ‘근속헌신’이라고 하였다. 가치헌신은 ‘구성원

이 조직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조직의 목표를 수용하고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사를

가진 상태’로서 ‘구성원이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할 의사가 있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

다. '근속헌신'이란 이유를 불문하고 ‘구성원이 조직에 남아있으려는 의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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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2013)은 헌신이태도요인과행위요인으로구성되며, 태도요인은 ‘노력하겠다는의지’와 ‘가

치에대한동일시’를말하며, 행위요인은 ‘머무르고자(유지하고자) 하는욕구’로구성된다고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헌신의 구성요인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체로 ‘태도적 요인’과 ‘행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태도(態度)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

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하고, 행위(行爲)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말한다(네이

버 국어사전, 2014). 태도는 인지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와 정서적인 측면에서 심

리적인 애착과 동일시, 노력하려는 의지, 책임감, 의무감 등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다. 행위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으로서 실천적인 행동,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훈련가 헌신의 개념

앞서, 훈련가는 교육훈련 설계자, 교육훈련 전달자, 평가자, 상담자, 조직 안내자의 역할을 담

당한다고 살펴본 바 있다. 즉, S-OJT훈련가는 훈련의 전반을 주도하고, 훈련생의 조직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S-OJT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OJT활동은 조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Jacobs(2003)는 S-OJT의 성과가 불량률의 감소, 훈련시간의 단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조직성과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측정하는데, 조세형, 윤동열(2011)의 연구

에서는 S-OJT 수준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β=.337,

p<.001). 이찬 외(2013)의 연구에서는 훈련모듈의 체계성, 조직지원, 자기효능감이 S-OJT 실시

수준을 매개로 훈련전이에 정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형, 윤석천(2010)의

연구에서는 S-OJT의 활용이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생산성 기여도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 또,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훈련교사의 열정과

전문성이 훈련생의 직무능력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방향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최영준

(2014)은 S-OJT훈련가의 헌신이 훈련생의 S-OJT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

(t=2.554, p<.05). 전은지 외(2011)의 연구에서는 S-OJT 특성요인 중 S-OJT훈련가의 열정과 전

문성과 같은 특성이 훈련생의 조직몰입에는 정적(+)영향을, 이직의도에는 부적(-)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백동욱(2011)의 연구에서는 신입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S-OJT의 4가지 특성요인(훈련환경, 현장직무, 조직지원, 숙련직원) 중 숙련직원

요인(직무만족에 대한 β=.392, 조직몰입에 대한 β=.383, p<.01)으로 나타났다. 산학연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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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지원해준 기업에 취업한 사람 중 5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을 이탈하는 원인 중 하나가 숙련사원들의 불친절, 욕설, 기술 안 가르쳐주기라고 하면

서(임세영 외, 2009), 훈련가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헌신을 개념과 구

성요인을 정의하면서 단순히 조직에 머물고자 하는 행위까지 헌신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는

조직의 성과 실현과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훈련가가 훈련생 및 훈련활

동에 미치는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조직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안

의 부재 등을 이유로 단순히 머물러 있을 경우 이는 훈련생과 훈련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며,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헌신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체계적인 현장훈련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데 있다. 조직의

성과는 다양하게 측정되는데, 불량률 감소, 훈련시간의 단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매출액의 증

가, 영업이익의 증가, 교육훈련 참여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조직몰입, 직무만족, 훈련가 본인이

S-OJT활동을 통해 얻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 조직측면에서는 성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훈련

가가 훈련가로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즉 후배사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교육훈련 커리큘

럼을 작성하고, 훈련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 후배사원의 조직적응을 돕고자 상담활

동을 실시하는 등 훈련가로서 행하는 모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은 헌신 활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훈련가의 헌신이란 '훈련가가 조직과 훈련, 후배사원의 목적

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정성을 다하는 정도로서 구체적으로는 훈련가로서

의 적극적인 태도와 행위‘를 말한다.

나. 훈련가 헌신의 측정

훈련가의 헌신을 '훈련가가 조직과 훈련, 후배사원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

음을 바쳐 정성을 다하는 정도로서 구체적으로는 훈련가로서의 적극적인 태도와 행위‘라고 정

의할 때, 헌신은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의 태도와 행위에 대하여 평정하는 자기보고식 검

사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훈련가의 헌신을 측정하는 도구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참고하고자

교사헌신 측정도구의 개발절차 및 구인화 모형 등을 살펴보았다.

노종회(2004)는 조직헌신과 교직헌신의 개념적 차이를 규명하고, 교직헌신을 구성하는 기본

요인을 추출하여 교직헌신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그는 교직헌신을 교사들이

교과목과 학생, 그리고 교직 자체에 대해서 나타내는 심리적 애착의 상대적 강도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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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조직헌신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교직헌신의 가설적 기본요인을 조직

헌신의 구성요인인 동일시, 관여, 충성심으로 설정하고, 서울․경기지역의 초중등교사 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교직헌신의

기본요인은 전문의식, 교육애, 열정으로 추출되었다. 질문지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별 신뢰도는 전문의식이 .794, 교육애가 .674, 열정이 .744로 나타났고 문항 전체 내적일치

도는 .773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교육애 측정문항은 '학생 개

개인의 학력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학생 개개인의 품성 개발을 최대한 돕는다.', 열정 측정문

항에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 '교재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등으

로 주로 실제 행동여부를 측정하는 특징이 있다. 노종회(2004)의 측정도구는 이광수(2008), 임

은영(2008), 김현심(2014) 등 교사헌신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다.

전승환(2014)은 교사헌신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초로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된 내용을 분석

함으로서 교사헌신의 개념적 구인을 교사가 수업, 학생 및 학교조직에 대하여 갖는 가치인식,

동일시, 관여의 정도로 구성하였다.

<그림 Ⅱ-1> 전승환(2013)이 제시한 교직헌신의 구인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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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개념적 구인화 모형을 설정한 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교사헌신 측정을 위한 예비

문항을 작성하여 교사헌신에 대한 문항 풀(pool)을 구성하였다. 문항은 교사헌신 하위영역별로

6개로 구성하였는데, ‘수업’, ‘학생’, ‘학교조직’ 각 6문항으로 총 18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된 예

비문항을 작성하였다. 개발된 예비문항에 대하여 직업교육을 전공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혹은 마

이스터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연구경험이 있는 교수 및 연구자 2인과 교사 3인 등 총 5인을 대

상으로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며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60명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의 신뢰도, 문항-전체 상관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

적일치도와 변별도가 부적합한 2개 문항을 제거하고 총 16개 문항을 가지고 본조사를 실시하

였다. 본조사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로써 개발된 교사헌신 측정문항은 전체

내적일치도가 .921, 하위영역별로는 ‘수업’ .777. ‘학생’ .821, ‘학교조직’ .896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를 살펴보면, '수업시간에 열의를 다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수업을 더 잘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

고 있다.' 등으로 실제 노력하는 정도를 포함하여 측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구분 노종회(2004) 전승환(2013)

조사대상 초중등교사 435명 마이스터고 교사

도구의

구성

종류 교직헌신 질문지 교사헌신

구성요인 전문의식, 교육애, 열정
수업, 학생, 학교조직에 대한

가치인식, 동일시, 관여

문항수 15문항 16문항

응답범위
1-5점

(리커르트 척도)
1-5점

채점방식 평균 평균

도구의

타당성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변별도,

내적일치도,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773 .921

특징 실제 행동 여부 측정 실제 행동 여부 측정

<표 Ⅱ-4> 헌신 측정도구 종합



- 26 -

4. 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 자율적 직무동기 및 보상의 관계

가. 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

1) 업무부하의 개념과 측정

업무부하란 개인이 가진 시간과 능력에 비하여 많은 부담이 주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업무부

하는 처리해야 할 일이 주어진 시간보다 많거나, 업무의 양이 과중하거나,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할 때 발생한다(최병권, 2013). 이현숙(2012)은 업무부하를 충분하지 못한 업무

시간에 많은 업무를 수용해야 하는 양적과다와 직무표준의 수준이 높아 수행자의 능력을 능가

하는 질적과다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업무부하가 발생하면 개인은 맡은 역할을 신속하게 또는

부주의하게 수행하도록 강요당하게 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

게 된다(김진수 2006; 김현옥, 2014; 이현숙, 2012).

박상언, 김민용(2006)은 직무요구가 직무소진을 야기한다고 하였으며 이때 직무요구는 ‘작업

속도’, ‘작업량’, 그리고 ‘작업 중 느끼는 시간적 압박감’ 등 주로 양적 차원의 업무부하라고 정

의하였다. 이들은 Janssen과 Van Yperen & Hagedoom이 사용한 양적 직무요구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총 3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630으로 나타났다.

최병권(2013)은 직무요구가 직무소진과 이직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때 대표적인 직무요

구로 업무과부하를 정하여, 조직구성원이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기대 및 요구, 책임에

직면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Cousins 등과

Beehr, Walsh, 그리고 Taber의 업무과부하 측정도구에서 발췌한 5문항을 활용하여 업무과부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나는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나에게

기대된 일의 양은 너무 많다.’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나는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마감 시간이 촉

박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업무과부하 측정문항의 신뢰도는 .80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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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

현장교육에서 훈련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훈련가의 직

무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의 기업현장교사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한 임경화(2014)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업현장교사들은 기존의 업무를 수

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위형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다른 기업의 요구까지 수렴한

교과목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 사전에 학습하기 위한 준비시간이 많이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물리적・심리적인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훈련가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내 훈련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어수봉 외(2008)의 연구에서는

200개 기업 중 전담훈련교사가 있는 기업은 7.3%에 불과하고 약 60.8%에 해당하는 149개 기업의

훈련가는 자신의 업무와 교육훈련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JT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세영(2009)의 연구에서는 사내 강사들

의 어려움이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OJT운영의)가장 큰 문제가 강사들이 시간을 못내는 거에요... 강사들은 자기 업무를 하

면서 그 강의를 할려고 보니까 자기업무에 치여서 이 교육을 결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요. 그니까 그것도 만약에 머 품질 같은 경우는 예정된 결강이면 저희가 1주일 단위든 서

로 바꿔서 주면 되는데, 오늘 막 2시간 남겨놓고 출장을 가야되는 경우가 있고, 또 모 기

업 손님이 오면 손님을 응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강 횟수가 많아지니

까 그 땜빵하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임세영 외, 2009, p.110).

이처럼 훈련가 및 관련 직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를 미루어 볼 때, 훈련가의 직무

는 하나의 특정한 직무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업무수행에

대한 시간적 압박감 등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업무가 개인의

수용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근로자는 피로감을 느끼고 이는 조직에 대한 헌신이나

직무에 대한 관여의 정도는 감소하게 된다(최병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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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권(2013)은 조직구성원의 업무과부하와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직무요구가 구성원의 조직

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키고 직무소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량은 구성원의 소진을 야기하며, 이는 구성원들에게 우울증, 불안감, 분노 등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경험하게 만들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직무성과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손일문과 곽효연(2012)에 따르면 직무요구도가 낮을수록 직무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커져

서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근속의지도 강해진다고 하였다. 직무요구는 직무에 대한 부담정도로

시간적 압박, 업무량 증가 등 생산수준, 노동량, 노동의 강도와 관련된 것이다.

직무요구자원이론에서 소진은 열의나 헌신의 반대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소진의 감소는

직무에 대한 헌신과 열의의 증가로 대변되기도 한다(오아라, 2013). 박상언과 김민용(2006)의

연구에서도 직무요구는 직무소진을 야기하는데, 이들 연구에서 직무소진 측정도구는 열의와 활

력 정도를 측정한 후 이를 역문항으로 계산하여 일로부터의 심리적 이탈과 고갈을 측정하고

있다. 직무소진 측정도구는 '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일에 몰입하게 된다.' '내가 하는 일

은 나에게 도전감을 제공해 준다.' '나는 일을 한 후에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

히 힘이 남아있음을 느낀다'와 같이 구성되기도 하였다.

우현우(2005)의 연구에서는 직무불안정성이 종업원의 정서적 몰입(t=-3.983, p<0.001)과 규범적

몰입(t=-3.245, p<0.001)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불안정성은 위협적인

직무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직무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력감을

말하며,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애착을 말하며, 규범적 몰입은 조직에 대해 느끼는

의무감을 말한다.

교사의 갈등과 조직헌신간의 관계를 연구한 허영조(2002)는 교사의 갈등(관료적 운영, 권위상

실, 불화, 낮은 대우, 과부하, 학생지도)과 조직헌신도(충성심, 자발성, 가치수용)의 관계는 부(-)의

영향관계가있으며, 갈등수준이해소되어야 조직헌신도가 높아질 수있다고하였다. 양진건(2002)의

연구에서는 학교조직에서 교사들은 각종 행정업무 등을 처리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양적 업무

과부하를 포함한 역할갈등을 겪고 있고, 이는 조직헌신도에 부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그밖에 교사들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 등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채영병(2005)은 업무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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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갈등을 유발하는 하나의 하위요인으로 규정하고, 교사의 직무만족과 역할갈등은 낮은 부(-)

적 상관이 있고, 직무만족과 교사의 헌신적 행동은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업무부하는 대표적인 직무요구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애착 및 근속의지, 직무에 대한 애착 등을 감소시키고 소진

과 이직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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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비자기결정성 ←-----------------------------------→ 자기결정성

자율성 비자율적(통제된 동기) 자율적

동기유형 무동기 외재적동기 규범적동기 동일시동기 내재적동기

<표 Ⅱ-5> 동기 유형

나. 훈련가 헌신과 자율적 직무동기의 관계

1) 자율적 직무동기의 개념과 측정

자율적 직무동기란 자기결정성에 따라 직무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중 자기결정성의 정도가

높은 동기를 말한다. 자기결정성이란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사람이

어떤 활동 자체에 흥미를 가진다면 그 활동을 자율적인 동기에 의해 수행할 것이라는 자기결

정성의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개념이다(최선, 2011).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서는 인간은 외적인 보상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는 의무감에서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하기 보다는 자율성에 의해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본다(권두승, 2007; 고수일, 한주희, 2009).

즉,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자율성의 정도와 자기결정감의 수준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무동기,

외재적 동기, 규범적 동기, 동일시 동기, 내재적 동기 순으로 나타나며, 이때 동일시 동기와 내

재적 동기는 자율적 동기에 해당하고 그 외 동기는 자율적 동기의 반대개념인 통제된 동기에

해당한다(고수일, 한주희, 2009).

자료 : 고수일, 한주희. (2009). 조직몰입과 직무동기의 다차원 관계:자기결정감에 의한 접근. 산업경제

연구. 22(3). p.1021 재구성.

무동기(amotivation)는 자기결정성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낮은 동기유형으로, 자신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행동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외재적 동기(extrinsic movitation)란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얻거나 처벌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동기이다. 규범적 동기(introjected motivation)란 외부적인 보상은 분

명하지 않지만 자기존중감의 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혹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동기를 말한다. 동일시 동기(identified motivation)이란 어떤 일이나 행동이 개인

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목표와 부합하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선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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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발된 동기이다.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란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

나 만족을 얻기 위해, 즉 자기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수일, 한주희, 2009).

S-OJT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훈련가의 내적인 교수의지가 이들의 교수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Jacobs, 2003). 따라서 훈련가를 선발할 때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흥미와 타인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숙련가를 선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르치는 업

무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도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훈련가가 타인을 가르치는 행위를 함으

로서 자신의 경력 발전과 역량발전을 기대하기 때문이다(윤석천 외, 2009; 최영준, 2014).

본 연구에서 자율적 직무동기란 훈련가로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 훈련가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자기성장 등 자기결정성 동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선(2011)은 교사의 직무요구가 소진 및 열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율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율적 동기 측정도구는 모두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고수일와 한주희(2009)가 직무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Guau, Vallerand, Blanchrd 및

Perretier et al의 연구를 토대로 동기의 5요인을 구분한 것 중 자율적 동기에 해당하는 내재적

조절과 확인된 조절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재적 조절 동기는 ‘일하면 즐겁기 때문

이다’ 등 3개 문항으로, 확인된 조절 동기는 ‘일하면서 무엇인가 배우기 때문이다.’ 등 3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내재적 동기의 내적 일치도는 .90, 확인된 조절 동기의 내적 일치도는 .84로

나타났다. 고수일과 한주희(2009)에 의하면 확인된 조절 동기는 동일시 동기에 해당한다.

2) 훈련가 헌신과 자율적 직무동기의 관계

헌신과 유사한 개념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에서 자율적 동기의 영향을 밝힌 연구를 참고하

여 헌신과 자율적 직무동기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윤지연(2013)은 팀티칭 보육교사의 자기결정성이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자

기결정성의 개념은 ‘외적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직헌신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

에 대하여 강한 믿음을 갖고 수용하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며, 구성원으로서 남

아 있으려고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 자기결정감은 조직헌신과 유의미한 정(+)적 상

관(r=.52, p<.0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결정성은 조직헌신에 29%의 영향력을 가

지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관계(F=44.71, p<.0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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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일과 한주희(2009)는 기업에 근무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몰입과 직무동기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내재적 동기(r=.53, p<.01)와 동일시 동기(r=.45, p<.01)는 감정적 조직몰

입과 높은 정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몰입은 조직

에 대한 감정적, 규범적, 계속적 몰입을 말하며 직무동기는 내재적 동기, 동일시 동기, 규범적

동기, 외재적 동기, 무동기로 구성하였다. 이중 내재적 동기와 동일시 동기가 자기결정감에 의

한 자율성의 정도가 높은 동기라고 하였다.

최선(2012)은 학교의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이 교사의 소진 및 열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율적

동기의 매개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자율적 동기는 열의에 정적인 영향(=.60, p<.001)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자원과 소진 및 열의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역할모호, 역할 갈등, 업무부하를 직무요구의 하위요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직무

열의는 직무와 관련된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마음의 상태로 정의하고 활력, 헌신, 몰두를 그

구성개념으로 하였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성인교수자의 몰입에 관한 연구에서는

내재적인 직무동기가 높을 경우, 성인교수자는 교수업무에 몰입할 수 있고, 그로부터 더 많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 교수활동에 더욱 애착을 가지거나, 지속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

(권두승, 2007). 교수자들의 내적 교수동기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외적 교수동기는 비교

적 낮게 나타났다. 또, 교수동기가 몰입 전체 변량의 43.4%를 설명하면서, 교수동기가 성인교육

자의 몰입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며, 특히 성인교육자가 강의에 내적동기를 가지고 임할수록

그리고 외적동기를 가지지 않을수록 강의에 대한 몰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교수

동기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 등을 말하며, 외적 교수동기는 보수, 승진, 신분보장

등 물질적 요소를 말한다.

박희영(2012)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조직몰입(정서적 몰입)에

영향요인임을 밝혔다(=.042, p<.004). 한편, 외재적 보상만족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금연(2008)에 따르면 교직 선택시 내재적 동기 요인이 높게 작용한 교사들은 내재적 동기

요인이 낮은 교사들에 비해 교직헌신 영역인 교과교육 활동, 학생지도 활동, 학교조직 활동에

유의한 수준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교직 선택시 외재적 동기 요인은 교직헌신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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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가의 헌신과 보상의 관계

1) 보상의 개념과 측정

인간은 누구나 욕구충족을 위한 행동을 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 행동에 대하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긍정적이거나 매력적인 형태의 모든 대

가를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보상의 범위는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제공하는 시간, 노력,

기술에 대한 대가로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임금과 같은 금전적 반대급부로 여겨졌다. 그

러나 동기부여, 직무만족, 헌신, 몰입 등의 영역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확장

되기 시작하였다(유영현, 2007; 이광수, 2013).

보상의 개념과 범위는 다양하게 구분된다. 가장 폭 넓은 구분으로서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개인 내부에서 스스로에게 이루어지는 보상을 내재적 보상이

라고 하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경우를 외재적 보상이라고 한다(Steer & Poter, 1983). 구체적으

로는 일의 통해 개인이 느끼는 성취감이나 만족감, 자신감을 내재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

급여나 성과급, 승진, 휴가나 복리후생 등을 외재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으

로부터의 존경이나 친밀감도 외재적 보상으로 분류된다.

Heneman(2002)은 보상을 경제적 보상과 비경제적 보상으로 구분하고, 경제적 보상을 직접보

상과 간접보상으로, 비경제적 보상을 직무관련 보상과 환경적 보상으로 분류하였다. 직접보상

은 임금, 보너스 등을 말하고, 간접보상은 각종 보험, 부가급부, 결근보상 등을 말한다. 직무관

련 보상은 직무충실, 직무에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고, 환경보상은 건전한 조직정책, 자

택근무, 쾌적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말한다.

Kerr는 보상의 유형을 금전적 보상, 특권적 보상, 직무적 보상, 복합적 보상으로 분류하였다.

금전적 보상(Financial reward)은 봉급, 보너스, 복리후생, 유급휴가 등 물질적으로 급여와 관련

된 보상을 말한다. 특권적 보상(Prestige reward)은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칭찬, 표창을 부

여하고 직책에 맞는 호칭을 부여하거나 성공적 수행에 대해 넓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특권

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내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존경을 받도록 하는 것도 특권적 보상

에 해당한다. 직무적 보상(Job reward)이란 직무 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거나 업무에 재량

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권을 주거나 도전적 업무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한다. 복합적 보상(Combination reward)은 고용안정성을 제공하거나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

는 것, 경력개발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 미래 성장과 발전에 관련된 보상이다(박경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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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z와 Van Maanen(1977)은 보상을 물질적, 사회적, 직무적 보상으로 구분하였다. 물질적

보상에는 임금, 복리후생, 승진, 근무환경, 직업안정성이 포함되며, 사회관계적 보상으로는 구성

원들의 친밀함과 협력, 인간관계가 포함된다. 직무적 보상은 직무에 대한 흥미와 가치판단, 권

한부여, 책임인식 등을 말한다. Mottaz(1987)은 물질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을 외재적 보상으로

제시하였고, 직무보상을 내재적 보상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보상은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은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상

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삶을 영위하고,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을 통해 삶의 의미 또는 자기

가치를 실현하게된다. 조직은구성원이성과를달성하거나조직에서주어진책임을 완수 했을 때,

또는 새로운 책임을 부과할 때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제공하면서 계속적으로 성과를 유도하거나

일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자한다. 보상이공정하고 만족스럽게 이루어질경우구성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기화되어 조직과 일에 대해 만족하고, 몰입 및 헌신하게 되지만, 반대로 보상이

불공정하거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직을 고려하거나 행동 수준을 낮추어

조직의 생산성이 저하되게 된다. 따라서 조직은 구성원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동기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보상을 사용하고 있다(김순현, 2005; 이광수, 2013).

본 연구에서는 보상을 훈련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인 보

상으로 분류하고, 실제로 이들이 받고 있는 보상에 대한 인식수준을 측정하여, 헌신과의 관계

및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 또 헌신과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와의 상호작용 관계를 구명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훈련가에게 이루어지는 물질적 보상으로는 임금, 수당과 인센티브, 승진,

근무환경의 개선, 고용안정이 있으며, 사회관계적 보상으로는 상사와 동료들의 지원과 협조, 존

경, 친밀감 등이 있다. 직무적 보상은 업무수행으로부터 비롯되는 직무흥미, 성장기회, 역량발

휘기회, 권한, 책임감을 말한다.

보상에 대한 유사한 분류를 적용한 연구로는 이광수(2013)와 유영현(2007)의 연구가 있다. 이

들은 Kaltz와 Van Maannen, Mottaaz(1997)의 연구를 참고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이광수

(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복지후생, 승진, 신분보장, 근무환경 5문항을

물질적 보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사회관계적 보상으로는 동료간 친밀성과 지원, 동료간 협력

과 인간관계 4문항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직무적 보상은 직무흥미와 가치판단, 성장기회

와 권한부여, 직무책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14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한 보상 연구에서

물질적 보상은 .712, 사회관계적 보상은 .820, 직무보상은 .892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광수

(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보상 중 직무보상이 직무동기와 교직헌신에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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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물질적 보상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적 보

상의 경우는 직무동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현(2007)의 연구에서 경찰공무

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물질적 보상은 보수, 복지후생, 승진, 신분보장, 근무환경 요인으로, 사

회적 보상은 응집성, 구성원들의 인정감, 사회적 인정감,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요인으로 구

성된다. 상징적 보상은 직무다양성, 직무중요성, 직무자율성, 직무책임성, 직무흥미성, 직무도전

성, 성장기회 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보상의 유형은 하위요인별로 다시 1∼4개 문항으로 구성

되며 보상 전체 측정문항은 31문항이다. 각 요인별 내적일치도는 .27∼.90으로 나타났으며, 낮

은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문항의 경우에도 결과해석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찰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보상 중 사회적 보상, 상징적(직무적) 보상, 물질적 보상 순

으로 조직몰입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훈련가의 헌신과 보상의 관계

조직은 구성원이 조직에 머물게 하고, 할당된 일들을 수행하며,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으

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조직내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고 스스로 발전하

면서 조직을 함께 성장시키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가 또는 이러한 행동을 유도

하기 위하여 조직은 의미있는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며, 실제로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이 제

공될 경우 이직과 결근율은 감소하고 조직에 대한 헌신과 몰입, 직무에 대한 만족은 증가한다

고 알려져 있다(유영현, 2007; 이광수, 2013). 그러나 개별연구들에서 나타나는 보상의 유형과

범위의 구분은 연구자마다 상이하고, 연구의 대상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대

표적으로 임금이나 인센티브, 승진과 같은 물질적 보상의 경우 보상의 영향력은 연구대상에 따

라 달리 나타났다. 기업근로자에게 있어서 물질적보상은 조직몰입이나 직무몰입에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비해(곽옥결, 2012; 비싱천, 2014; 왕영계, 2013; 우현우, 2005, 박웅열,

2010), 교직사회에서는 물질적 보상이 교사의 헌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권두승, 2007;

김아영, 2012; 유금연, 2008; 이광수, 2008, 2013).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왕영계(2013)의 연구에 따르면, 보상유형 중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보상은 금전적 보상으로 나타났고, 특권적 보상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싱천(2014)은 금전적 보상, 특권적 보상, 직무적 보상, 복합적 보상이

정서적 몰입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속적 몰입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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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향을 미쳤고, 규범적 몰입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과 직무적 보상만 정(+)의 영향을

미쳤다.

교직사회에서 보상에 대한 공정성 지각과 교직헌신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광수(2008)에 따르

면, 분배적공정성(8%)이나 절차적공정성(4.7%) 등 보상에 대한 공정성은 교직헌신에 대한 설명

력이 미약하며 교직헌신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의 최근 연구(2013)에 따르면 직무보

상(성장기회, 직무책임, 직무흥미)만이 교직헌신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물질적 보상(직업안정

성, 근무환경, 보수수준)은 교직헌신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질적 보상의 경우 직무동기

를 매개로 할 경우에만 교직헌신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연(2005)은 내적

보상이 교사몰입과 관계가 깊으며, 몰입은 내적 보상만으로 수행이 가능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몰입의 상태에서는 수행 자체에서 만족감과 보상을 얻는다고 하였다.

훈련가를 대상으로 한 최영준(2014)의 연구에서는 훈련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및 승진 기회

제공 등 보상에 대한 기대가 S-OJT 활동에 대한 동기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는 훈련가

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조세형과 윤석천(2010)의 연

구에서는 훈련담당자를 현장훈련교사라 지칭하면서 S-OJT와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현장훈련교

사에 대한 조직지원제도(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조직성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β=.218, p<.005). 박한규(2011)는 훈련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승진, 교육기회의 제공, 상사와

동료의 지원과 같은 조직지원이 S-OJT의 실시와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조직지원의 수준은 S-OJT실시와 조직몰입과의 관

계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게 나타났지만, 직무몰입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조직지원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경우 S-OJT의 실시와 직무몰입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조직지원 수준이 높은 집단(β=0.477, P<.001)에서

는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인센티브, 승진, 교육기회의 제공과 같은 조직지원의 요인들이

S-OJT의 실시와 직무몰입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조절변수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Herzberg의 동기이론에서는 인간의 욕구를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기요

인은 성취, 인정, 직무내용, 책임, 승진, 승급, 성장 등의 요소를 말하며, 위생요인은 보수, 상사

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안전과 같은 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 두 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

기 때문에 위생요인을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동기를 유발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위생요인의

충족은 불만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며, 구성원을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동

기요인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중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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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보상의 조절효과

구성원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태도와 보상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모

든 보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구성원을 동기부여 한다기보다는 보상의 내용과 종류, 그리고 그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력을 가지며, 무엇보다 보상을 인식하는 개인적, 조직적, 상황적 맥

락에 따라 보상의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업무부하의 상황에서, 보상이 헌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또한 업무부하와 헌신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영향을 가졌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만

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관련이론으로서 직무요구자원이론(Job Demands-Resources: JD-R)과

직무요구통제이론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직무담당자가 많은 직무요구들에 대

해 자신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될 경우 직무긴장 등 직무로부터

도출되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완충시켜 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도전적인 직무수행과정으로부터 새로운 직무수행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학습과 개인적

인 직무역량의 증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직무요구가 높고 자율성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반면 직무요구가 높더라도 자율성이 부여된 경우에는 긍정적

인 경험을 할 수 있다(성오현, 2013). Schaufeli & Bakker(2004)에 의하면 직무요구(job

demands)의 증대가 소진을 높이지만 직무자원이 충분히 공급된다면 소진을 낮추며, 직무자원

의 증대가 종업원의 몰입과 열의, 헌신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은 상시 존재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스트레스로 인식되는지 여부는 개인이 보유한 직무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즉, 구성원이 업무부하와 같은 높은 수준의

직무요구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개인이 직무적 자율성, 성취감, 보상과 같은 직무자원을 인식하

는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나 직무소진, 이직 의도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창희, 2009; 최병

권, 2013). 특히 최근 수행된 최병권(2013)의 연구나 임창희(2009)의 연구, 그리고 박상언 외

(2006)의 연구에서는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태도가 변

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무자원이 직무요구에 따른 구성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구성원의 성장·학습을 촉진함으로써 조직에서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이다.

우현우(2005)는 종업원의 직무불안정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사평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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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보상에 대한 만족정도가 완화하는 조절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직무 불안정성’이란 위협

적인 직무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직무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력감을 말한다. 조직몰입은 정서적 몰입, 규범적 몰입, 유지적 몰입을 말하는데, 인사평가의

공정성과 보상에 대한 만족정도는 직무불안정성이 이 세가지의 몰입에 대하여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모두 완화하였다. 인사평가의 공정성이란 인사의 운용과정에 대해서 종업원이 공정

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승진, 임금, 인사고과의 절차가 공정한지와 고과결과가 승진과 임금에

반영되는지를 뜻한다. 보상 만족도는 종업원이 조직을 위해 공헌한 대가로 조직이 제공한 금전

적 보상을 말하며, 복리후생제도, 임금, 휴가 등에 대한 만족을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박상언과 김민용(2006)은 직무요구자원이론에 입각하여 제조업 분야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요구와 직무소진간의 관계에서 직무자원으로서 조직공정성 요인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직무요구는 업무의 양적 과다, 시간적 압박감을 말하고, 직무소진은 일로부터의

심리적 이탈감과 고갈을 의미하며,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을 의미한다. 분

배공정성은 보상의 양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말하며, 상호작용공정성은 절차의 실행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대우의 질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연구결과 직무요구와 직무소진의 관계에

서 분배공정성과 직무요구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나(β=-.189, P<.05), 분배공정성이 조

절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가 나타내는 바는 조직에서 보상이 작업량이나 작업노력에 따라 공

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직무요구가 증가할수록 자신의 일에 대한 심리

적 이탈 즉, 일에 대한 냉소적 태도와 염증을 더 많이 느끼는 반면, 분배공정성을 높게 지각하

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직무요구의 증가가 반드시 일로부터의 심리적 이탈을 함께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직무요구자원이론에서 소진은 열의나 헌신의 반대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소진의 감소는 직무에 대한 헌신과 열의의 증가로 대변되기도 한다(오아라, 2013). 이

는 박상언과 김민용(2006)의 직무소진 측정도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atough 외(2011)는 직무요구가 항상 직무소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자율성과 조직에서의 경력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직

무소진에 대한 직무요구의 영향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병권(2013)의 연구에서는 직무요구로 대표되는 업무과부하와 직무자원의 한 형태인 직무자

율성과 경력성장기회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혔는데, 그에 따르면 업무과부하는 조직에 대한 애착

을 감소시키고, 직무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직무에서의 재량권과 의사결정권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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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승진과 교육기회부여 등과 같은 경력성장기회가 이를 완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박웅열(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효과성의 관계에서

상사, 동료, 가족의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및 직무환경과 관련하여 직무수행자가 느끼는 역기능적인 감정의 요인으로 직무요구, 직

무자율성, 관계 갈등, 보상 부적절, 직무불안정성, 직장문화 등이며, 조직 유효성은 직무만족, 조

직몰입, 고객성과를 말한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관심과 열의, 애착 등의 정도'를 말하며,

조직몰입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 대해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며 심리적 애착을 갖고 이직의도

없이 근속의지를 보여주는 태도'라고 한다. 고객성과란 '고객의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말한다.

이와 같이 직무자원요구이론에서는 직무자원이 직무요구의 부정적인 영향을 적절히 감소시

키는데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직무자원으로는 직무자율성, 통제, 의사결정에의 참여, 기술

의 다양화, 역할의 명료화, 성과에 대한 피드백, 직무에 대한 권한 부여와 같은 직무적 요소와

상사나 동료의 지원과 협력적인 팀 분위기와 같은 사회관계적 요소, 그리고 임금수준이나 경력

기회, 고용 안정 등과 같은 물질적 보상의 요인들도 이러한 직무자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Bakker et al., 2004; 최병권, 2013; 박상언 외,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업

무부하라는 직무요구의 상황에서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보상, 그리고 개인 스스로 제공

하는 보상과 같은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은 업무부하 상황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원의 조직과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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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훈련가의 헌신과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

현장직무 교육훈련에서 Jacobs(2003)은 트레이너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나 승진과 같은 보상

의 효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언

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박한규(2011)와 조세형, 윤석천(2010)의 연구에서는 인센티브, 수당, 승

진 및 경력개발 기회와 같은 보상요인이 훈련가의 직무몰입을 조절하거나 현장훈련의 실시 또

는 조직성과의 향상에 긍정적 방향으로 조절적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장훈련에

서도 보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보상과 헌신 관련 변

인과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도 보상의 영향력은 연구 대상, 또는 보상의 유형에 따라 종

속변인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다른 방향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약하게 나타나거나,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때, 이 관계의

방향 또는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가정해 볼 수 있다(서영석, 2010; 주현미, 2012).

Deci(2002)는 기존 연구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직무동기와 보상의 관계에서 직무동기에

따라 보상의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Deci(2002)의 주장을 입증한 국내

연구로는 정기영(2007)의 연구가 있다. 이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직무동기 유형의 관계에 대

한 것으로, 직무만족은 보상과 승진에 대해 만족하는 외재적 직무만족과 일에 대한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내재적 직무만족을 말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보상 유형 구분에서 물

질적 보상과 직무적 보상, 사회적 보상의 인식과 유사한 개념이다. 조직몰입은 조직에 대한 자

부심, 소속감, 조직 가치와 개인 가치의 일치성, 현재 직장에 대한 생각, 현재 직장을 평생 직장

으로 여기는 정도로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직

무동기는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의무적 동기, 무동기로 구분하

였다. 내재적 동기는 업무수행 이유를 ‘일이 흥미있기 때문에’, ‘일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으

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내재적 동기에 해당한다. 외재적 동기는 업무수행 이유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므로’ 등, 자율적 동기에서 동일시 동기와 유사한 개

념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에서는 업무를 통한 성취감이, 보수

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는 보수와 일

에 대한 성취감만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내재적 동기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보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계수 0.07에서 0.12로 강화되지만, 일에

대한 성취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계수 0.41에서 0.38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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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적 동기가 낮은 집단에서는 보수와 일에 대한 성취감만 유의수준 0.01이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외재적 동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보수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0.07

에서 0.17로 증가하고 일에 대한 성취감은 0.46에서 0.31로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동기가 높은 집단은 성취감이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근속의지를 유도하고, 외재적 동기(동일시 동기, 자기성장기대)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보수가, 외재적 동기 수준이 높은 집단은 경력관리, 교육 훈련 기회 제공, 승진기회 제공 등이

효과적으로 조직몰입을 유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금연(2008)에 따르면 교직 선택시 내재적 동기 요인이 높게 작용한 교사들은 내재적 동기

요인이 낮은 교사들에 비해 교직헌신 영역인 교과교육 활동, 학생지도 활동, 학교조직 활동에

유의한 교직헌신의 수준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여 교직선택의 내재적 동기요인이 교직헌신을

조절하는 효과를 밝혔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직 선택시 외재적 동기 요인은 교직헌신에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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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훈련가의 헌신과 일반적 특성의 관계

홍창남(2005)에 의하면,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운데, 성, 연령, 교직경력, 직위, 학력, 결혼여부

가 헌신에 영향을 주지만 그 효과의 크기는 1%정도(학생 1.89%, 수업 1.89%, 조직 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변인들의 효과가 헌신의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수업 헌신에 대해서는 성, 직위, 학력 변인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

졌다. 즉,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평교사가 보직교사에 비해, 대족 학력 교사가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교사에 비해 수업 헌신 수준이 더 높았다. 반면, 학생헌신에 대해서는 결혼 여부

와 교직경력 변인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즉, 미혼 교사가 기혼 교사에 비해 학생 헌신 수준

이 높았으며, 교직경력이 적을수록 학생 헌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조직 헌신에 대해서

는 성, 교직경력, 직위 변인이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나 방향은 수업

헌신이나 학생 헌신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교사의 학교 조직 헌신 수준이 여교사에

비해 높았고, 경력이 많을수록 학교 조직 헌신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직위의 경우에도 평교사

보다 보직 교사의 학교 조직 헌신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승환(2013)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직경력, 최종학력, 결혼여부, 직급, 담당교과(근무부

서) 중 직급(t=2.424, p<0.05)과 담당교과(t=1.797, p<0.05)만이 교사헌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일반교사보다는 부장교사일수록, 보통교과 교사보

다는 전문교과 교사일수록 교사헌신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박한규(2011)는 훈련가의 S-OJT실시수준과 직무몰입 및 조직몰입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조직몰입의 정의는 '개인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조직을 위해 노력하

려는 의지가 호의적 태도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직무몰입의 정의는 '개인이 자신

의 직무에 대해 심리적으로 동일시하고 열중하는 정도'로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헌신과 유사한

개념을 가진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연령, 학력, 직급, 직무전담기간에 따른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직무몰입에 대해서는 연령, 직급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p<0.05). 즉, 50

대 이상이 20대 미만과 30대 보다 더 높게 직무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급에 따라서는

부장이 사원이나 대리보다, 차창이 사원과 대리보다 직무에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 변인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헌신에 휴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Riehl과 Sipple는 학교의 규모가 교사의 전문적 헌신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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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홍창남, 2005). 이에 따라 홍창남(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규모를 대표하는 변인으로

총교사수 변인을 설정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총교사수 변인에 따라 수업헌신과 학교 조직 헌

신이 유미하게 변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학생 헌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수업 헌신은 교사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데 반해, 학교 조직 헌신은 교사수가 많

을수록 낮아졌다. 교사수의 증가에 따라 수업헌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조직헌신이 낮아지는 이유는 교사가 업무 부담을 부수적 투자로 여겨, 부담에 대

한 보상 기대가 학교 조직에 대한 헌신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한편, 지나친 근무 부담 또는 역

할 과중은 헌신 수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훈련가 헌신에서도 조직규모에 따른 헌

신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한 사람의 직원이 담당해야 할 업

무의 다양성과 역할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강정현, 2012), 규모에 따른 개인의 업무강

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헌신수준의 차이를 유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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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선행연구

H1

1 업무부하→헌신

최병권(2013), 손일문․곽효연(2012), 오아라(2013).

박상언․김민용(2006), 우현우(2005), 허영조(2002),

양진건(2002), 채영병(2005),

2 물질적 보상→헌신

곽옥결(2012), 비싱천(2014), 왕영계(2013), 우현우

(2005), 박웅열(2010), 유영현(2007), 박한규(2011),

조세형, 윤석천(2010)

3 사회관계적 보상→헌신 유영현(2007)

4 직무적 보상→헌신 이광수(2008, 2013), 유영현(2007)

5 자율적 직무동기→헌신
윤지연(2013), 고수일․한주희(2009), 최선(2012), 권

두승(2007), 박희영(2012), 유금연(2008)

H2

(1.물질적, 2.사회적, 3.직무적)보상 성오현(2013), Schaufeli & Bakker(2004), 최병권(2013),

임창희(2009), 박상언․김민용(2006), 오아라(2013),

Eatough 외(2011), 박웅열(2010), 우현우(2005)

↓

업무부하→헌신

H3

자율적 직무동기

정기영(2008), 유금연(2008), Deci(2002)↓

(1.물질적, 2.사회적, 3.직무적)보상

일반적 특성→헌신 박한규(2011), 홍창남(2005), 전승환(2013)

<표 Ⅱ-6> 훈련가의 헌신과 관련 변인의 관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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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 자율적 직무동기,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변인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그

림 Ⅲ-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에 따르면, 첫째, 업무부하는 헌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1-1).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은 헌신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H1-2, 1-3, 1-4). 자율적 직무동기는 헌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다(H1-5). 둘째,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할 것이다(H2-1, 2-2, 2-3). 셋째, 자율적 직무동기는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

상, 직무적 보상이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H3-1, 3-2, 3-3).

[그림 Ⅲ-1]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의 관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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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기업에서 후배사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기술, 지식 및 능

력을 체계적인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 전수하도록 지정받은 S-OJT훈련가 전체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기업에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S-OJT훈련가 565명을 목표모집단

으로 제한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을 지원하여 왔으며,

2014년도부터는 해당 기업의 훈련가를 공식적으로 공단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표모집단인 565명의 훈련가는 2014년에 공단에 등록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에

의해 S-OJT 실시에 필요한 교수설계 및 평가방법,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관련 교육 내용들을

포함한 31시간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기업현장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

시하고 있는 S-OJT훈련가이다.

Robert & Daryle(1970)에 따르면, 모집단이 550이상일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유효표

본의 수는 226표본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표본의 수는 유효표본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350명을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이들 훈련가 565명의 이

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여 이 중 350명을 랜덤으로 추출하여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 도구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훈련가의 헌

신, 업무부하, 자율적 직무동기, 보상,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들에 대한 조사도구

는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중소기업 훈련가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 되었다.

일반적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근무부서, 전체 직장경력, 업무담당경력,

직위, 조직규모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구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양식은 5점 리커르

트 척도 및 선택형 문항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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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헌신의 개념을 토대로 구인화하였다.

이외의 업무부하, 자율적 직무동기, 보상에 대한 측정도구는 선행 측정도구를 이 연구의 목적

과 대상에 맞도록 기존 도구의 문항을 추출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이 연

구에서 활용된 조사도구를 제시하면 <표Ⅲ-1>과 같다.

구분 변인명 문항수 문항번호

독립변인 업무부하 5 Ⅰ1～5

조절변인

자율적직무동기 6 Ⅱ 1～6

보상

물질적보상

15

5 Ⅲ 1～5

사회관계적보상 5 Ⅲ 6～10

직무적보상 5 Ⅲ 11～15

종속변인 헌신 17 Ⅳ 1～17

일반적특성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근무부서,

직장경력, 훈련가경력, 직위, 규모
9 Ⅴ 1～9

<표 Ⅲ-1> 설문지의 구성

이 연구에서 구성된 조사도구는 직업교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부터 설문지의 내용

타당성을 검증받았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되었다.

예비조사는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메일을 확보한 훈련가 565명 중 랜덤으로 추출한 본조사 대상자 350명을 제외한 215명의 훈

련가 중 무작위로 선정한 100명에게 설문지의 링크를 첨부한 이메일을 배포하였다. 또한, 문자

및 전화를 통한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응답자에게 소정의 답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48명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중 43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업무부하, 자율적

직무동기, 보상의 경우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에서 문항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또

한, 훈련가 헌신의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의 타당도를 확보하고,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 분석

과 문항-전체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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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훈련가의 헌신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헌신에 관한 선행연구와 현장훈련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

로 하여 훈련가 헌신을 개념정의 및 구인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훈련

가의 헌신 측정도구 개발 절차는 <그림 Ⅲ-2>와 같이 구인화, 예비문항 작성, 내용타당도 검

증, 예비조사, 본조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단계 세부내용

구인화
․선행연구 내용분석에 따른 구인화 모형 설정

․헌신의 목적, 대상, 구성요인 구명

⇩

예비문항 구성
․핵심요인별 문항 Pool 형성

․지시문 및 반응양식 결정

⇩

내용타당도 검증
․구인화 및 예비문항(안) 개발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

․문항수정 및 예비조사용 최종 문항 작성

⇩

예비조사
․예비조사 실시 및 분석: 내적일치도, 변별도, 구인타당도(탐색적요인분석)

․예비조사 문항 수정 및 보완

⇩

본조사
․본조사 실시 및 분석: 내적일치도, 구인타당도(확인적 요인분석)

․최종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보고

[그림 Ⅲ-2] 훈련가 헌신의 측정도구 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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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인화

훈련가 헌신의 구인화 모형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헌신 관련연구의 대상, 구성요인을 토

대로(손일문 외, 2012; 오윤정, 1995; 유규종, 2005; 윤지연, 2013; 노종회, 2004; 전승환, 2013)

현장훈련에 관한 선행연구(최영준, 2014; 백동욱, 2011; 유정만, 2007; 정기영, 2006; 조세형, 윤

석천, 2010; 전은지, 송영선, 이희수, 2011; 임세영 외, 2009)를 참고하여 훈련가의 헌신을 구성하

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우선 헌신의 대상은 하나에 국한되는 단일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다

양한 대상에 대하여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고려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훈련에 관

한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훈련가가 조직, 훈련업무, 가르치는 후배사원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태도와 행위를 헌신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들 차원은 분명하게 구분된다기 보다는 긴밀

히 연결되거나 중첩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인가와 관련한 헌신의 구성개념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의 가치와

목적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태도요인과 행동요인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태

도(態度)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서적 애착, 가치롭게 생각함, 충

성, 전문의식. 교육애, 동일시, 의무감과 책임감 등을 말한다. 행위(行爲)란 ‘사람이 의지를 가지

고 하는 행동으로 헌신 대상을 위하여 실제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서 자발적으로 노력

하거나, 머물러 있거나,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조직에 머물고자 하

는 행위는 조직의 목적 실현과 성과달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

문에 이러한 개념은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훈련가의 헌신을 ‘훈련가가 조직, 훈련업무, 가르치는 후배사원을 대하는 긍정적

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행위‘로서 정의하고, 태도는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동일시하는

정도를, 행위란 이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훈련가 헌신의 구인화 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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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훈련가 헌신의 구인화 모형

단계 세부내용

훈련
태도

훈련가로서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훈련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느끼는 동일시의 정도

행위 훈련을 잘 하기 위하여 실제로 노력하는 정도

가르치는

후배사원

태도
훈련가로서가르치고있는후배사원이중요하다고생각하고, 정서적으로느

끼는동일시의정도

행위 가르치고있는후배사원의역량향상을위하여실제로노력하는정도

조직
태도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서적으로 느끼는 동일시의 정도

행위 조직의 목표와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실제로 노력하는 정도

<표 Ⅲ-2> 훈련가 헌신의 개념적 속성

2) 예비문항 작성

개념적 구인화 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훈련가의 헌신을 측정하기 위한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훈련가 헌신 대상 하위영역별로 6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훈련

' 6문항, '후배사원' 6문항, '조직' 6문항으로 총 18문항이 작성되었다.

지시문은 훈련가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응답지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선

행연구의 반응양식을 참고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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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5)'의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헌신은 태도로서 헌신대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동일시하는 정도, 행위적으로 헌신

대상을 위해 실제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였

다.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생각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일은 ～',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구성하였다. 동일하다고 여기는 정

도는 '～로부터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 '～로부터 만족감을 느낀다.',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

다.'와 같이 작성하였다. 헌신 대상에 대하여 실제로 노력하는 정도인 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와 같이 작성하였다.

3) 내용타당도 검증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예비문항이 실제로 훈련가의 헌신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을 전공하고 직업훈련분야에서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 등 2인과 중소기업 훈련가 1인 등 총 3인으로부터 문항의 안면타당도 등

을 검토를 받았다.

4) 예비조사

헌신의 측정도구에 대한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헌신 대상별 3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간 내적일치도는

0.948로 높게 나타났고, 문항을 삭제하여도 내적일치도는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직에 대한 동일시에 관한 15번 문항은 공통성이 0.4이하로 나타나 문항에서 제외하였다(송지

준, 2012). 또한 문항의 변별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항-전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전

체 상관분석은 헌신 17개 문항의 총점과 개별 문항간의 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581～.820으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변별도가 확보되었다(송지준, 2012,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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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조사

본조사 후 훈련가 헌신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훈련, 후배사원, 조

직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6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을 때 모든 문항이 각 하위요인에 유의미

하게 적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요인적재량(표준화 계수)은 0.650～ 0.871로 나타

났다. 모형 적합도 역시 대부분 적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헌신 측정도

구의 신뢰도와 구인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0.850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훈련

태도

문항1 1.000 .723 - -

문항2 0.983 .736 0.092 10.654***

문항3 1.226 .847 0.102 12.041***

문항4 1.127 .815 0.096 11.692***

행위

문항5 1.000 .823 - 27.670***

문항6 1.068 .884 0.111 9.603***

후배사원

태도 　

문항7 1.000 .718 - -

문항8 1.182 .830 0.107 11.059***

문항9 1.048 .760 0.1 10.471***

문항10 0.806 .650 0.089 9.098***

행위

문항11 1.000 .851 - -

문항12 0.968 .791 0.116 8.309***

조직

태도 　

문항13 1.000 .785 - -

문항14 1.101 .882 0.091 12.074***

문항15 0.793 .650 0.08 9.855***

행위

문항16 1.000 .871 - 　-

문항17 1.056 .841 0.098 10.773***

주1) 적합도 지수: x2=267.590(df=104, p=0.000), RMR=0.024, GFI=0.881, NFI=0.870, IFI=0.916, CFI=0.915

주2) 유의도: ***=p<0.001

<표 Ⅲ-3> 훈련가 헌신 측정도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n=43)

본조사

(n=242)

훈련가 헌신 17 .948 .850

<표 Ⅲ-4> 훈련가 헌신 측정도구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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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부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업무부하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기대 및 요구, 책임에 직면하

여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말한다. 측정을 위하여 최병권(2013)이 사용한 업무과부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최병권

(2013)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과부하를 측정하기 위하여 Cousins 등과 Beehr, Walsh,

그리고 Taber의 측정도구에서 발췌한 5문항을 활용하였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 문

항의 신뢰도는 0.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과부하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 문항을 수정 없이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7점 척도

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타 문항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예비조

사를 통해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문항이 적절하게 적재되었고, 문항의 내적일치도도 .892

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 계수

는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고, 모형 적합도 역시 대부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조

사의 내적일치도는 0.829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업무부하 　 　

문항1 1.000 .608 -

문항2 1.094 .665 .136 8.031***

문항3 1.415 .757 .162 8.727***

문항4 1.532 .725 .180 8.502***

문항5 1.363 .761 .156 8.755***

주1) 적합도 지수: x2=35.937(df=5, p=0.000), RMR=0.027, GFI=0.943, NFI=0.919, IFI=0.929, CFI=0.928

주2) 유의도: ***=p<0.001

<표 Ⅲ-5>업무부하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n=43)

본조사

(n=242)

업무부하 5 .892 .829

<표 Ⅲ-6> 업무부하 측정도구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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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상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보상이란 훈련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주어지는 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 보상을 말한다. 측정도구는 이광수(2013)와 유영현(2007)이 사용한 도구를 참고하여 구성

하였다. 이들은 Kaltz와 Van Maannen, Mottaaz(1997)의 설문을 참고하여 도구를 구성하였다.

이광수(2013)은 물질적 보상을 보수수준, 복리후생, 승진기회, 근무환경, 직업안정성 5개 문항

으로 구분하였으며 내적일치도는 .733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적 보상은 친밀감, 동료지원, 동

료간 협력, 인간관계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적일치도는 .937로 나타났다. 직무보상은 직

무흥미성, 가치판단, 성장기회, 권한부여, 직무책임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적일치도는

.869로 나타났다.

유영현(2007)은 각 보상의 하위유형에 대한 보상을 다시 구분하여 최소 1개 문항에서 최대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문항은 31개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물질적 보상 아래 보수에 해

당하는 문항을 다시 '직무상 보수의 적정성', '생계비 충족 정도', '제 수당의 적정성', '다른 기관

과의 보수의 상대적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물질적 보상 중 보수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0.770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들의 내적일치도는 .27에서 최고 내적일치도는 0.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광수(2013)와 유영현(2007)의 측정도구 중에서 중소기업 S-OJT훈련가들에

게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보상요인들을 참고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기업현장에서 S-OJT훈련

가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보상으로는 임금, 수당과 인센티브, 승진, 근무환경의 개선, 고용안정이

있으며, 사회관계적으로는 조직구성원과의 친밀성, 상사와 동료들의 지원과 협조, 존경, 인간관

계에 도움이 있다. 직무적 보상은 업무수행으로부터 비롯되는 직무흥미, 성장기회, 역량발휘기

회, 권한, 책임감을 말한다. 보상의 세부항목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 S-OJT훈련가에 대한 한

국산업인력공단 내부 모니터링 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직업훈련에 대한 현장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정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0.920

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0.860 ～ 0.894로 나타났다.

본조사 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 계수는 .05이상으로 나타났고, 모형 적합도도 대부분의 적

합도 지수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적일치도는 물질적 보상 0.887, 사회관계적 보

상 0.914, 직무적 보상 0.8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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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물질적 보상 　 　 　

문항1 1.000 .659 - -

문항2 1.041 .722 .106 9.834***

문항3 1.173 .834 .106 11.049***

문항4 1.205 .874 .105 11.431***

문항5 1.121 .811 .104 10.818***

사회관계적 보상 　

문항6 1.000 .813 - -

문항7 1.208 .816 .083 14.528***

문항8 1.146 .823 .078 14.705***

문항9 1.085 .859 .069 15.613***

문항10 1.014 .834 .068 14.976***

직무적 보상 　

문항11 1.000 .778 - -

문항12 1.137 .830 .085 13.301***

문항13 1.148 .857 .084 13.701***

문항14 .767 .542 .093 8.275***

문항15 .667 .584 .074 8.977***

주1) 적합도 지수: x2=263.473(df=24, p=0.002), RMR=0.038, GFI=0.871, NFI=0.890, IFI=0.924, CFI=0.923

주2) 유의도: ***=p<0.001

<표 Ⅲ-7> 보상 측정도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n=43)

본조사

(n=242)

물질적 보상 5 .894 .887

사회관계적 보상 5 .860 .914

직무적 보상 5 .893 .842

<표 Ⅲ-8> 보상 측정도구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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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율적 직무동기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자율적 직무동기란 훈련가로서 활동하게 된 이유가 자기결정성에 의한 훈련가

본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서 훈련가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자기성장을 위

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동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수일과 한주희(2005)가 사용한 직무동

기 유형 중 자율적 직무동기에 해당하는 내재적 동기와 동일시 동기 6문항을 활용하였다. 고수

일과 한주희(2009)의 연구에서는 각기 .90과 .84의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동일한 도구에 대해

최선(2011)의 연구에서는 각기 .92와 .89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예비조사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모든 문항이 적절하게 적재되었고, 신뢰도도 내재적 동기

0.926, 동일시 동기 0.884로 높게 나타났다. 단, 내재적 동기 3번 문항의 경우 삭제시 내적일치

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증가 폭이 크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조사 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 계수는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 역시 수용 가

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0.868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내재적 동기 　 　 　

문항1 1.000 0.862 - -

문항2 1.021 0.941 0.054 18.835***

문항3 0.836 0.822 0.052 16.095***

동일시 동기

문항4 1.000 0.736 - -

문항5 1.197 0.843 0.131 9.173***

문항6 .854 0.585 0.107 7.995***

주1) 적합도 지수: x2=13.876(df=9, p=0.000), RMR=0.019, GFI=0.982, NFI=0.981, IFI=0.992, CFI=0.992

주2) 유의도: ***=p<0.001

<표 Ⅲ-9> 자율적 직무동기 측정도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수
예비조사

(n=43)

본조사

(n=242)

자율적 직무동기 6 .880 .868

내재적 동기 3 .926 .919

동일시 동기 3 .884 .801

<표 Ⅲ-10> 자율적 직무동기 측정도구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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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자료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훈련가의 이메일 리스트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 발송

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훈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였

으며,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

였다. 또한 설문 참여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와 함께 응답자에게 답례를 제시하였다.

초기 확보한 이메일 리스트 수는 565명이며, 이 중 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시스템으로

링크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메일 주소 이상 및 휴면, 기타 이유로 메일전달에 실패한 경우

훈련가의 휴대폰으로 개별 연락 하였으며, 이직이나 부서변경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업무

인계자를 조사하는 등 이메일 발송 성공 및 전달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중 총 260명(74.2%)

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한 문항이라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18

부를 제외한 242부(69.1%)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집단 발송된 설문지 응답 설문지 분석대상 설문지

훈련가 350명 350개(100%) 260개(74.2%) 242개(69.1%)

<표 Ⅲ-11> 자료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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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 19.0과 Amos 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5%로 설정하였

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

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가설에 따라

적용한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 <표 Ⅲ-12>와 같다.

연구가설 통계방법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F검증,

일원변량분석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일반적 특성의 관계

첫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대한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상관분석,

단순

회귀분석,

다중

회귀분석

H 1-1. 업무부하는 훈련가의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 1-2. 물질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 1-3. 사회관계적보상은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 1-4. 직무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 1-5. 자율적 직무동기는 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유형별 보상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위계적

회귀분석

(조절효과검증)

H 2-1. 물질적 보상은 업무부하와 훈련가 헌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2-2. 사회관계적보상은업무부하와 훈련가 헌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2-3. 직무적 보상은 업무부하와 훈련가 헌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유형별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H 3-1. 자율적직무동기는물질적보상과훈련가 헌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 3-2. 자율적직무동기는사회관계적보상과훈련가 헌신의관계를조절할것이다.

H 3-3. 자율적직무동기는직무적보상과훈련가 헌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표 Ⅲ-12> 연구가설별 자료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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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우선, 일반적특성변인에따른훈련가헌신의차이를검증하기위하여 t검정과 F검

정, 일원변량분산분석을 활용하였다. 변인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송지준(2012)이 제시한상관정도판단기준에따라상관정도를판단하였다<표Ⅳ-18 참고>.

상관관계 계수 상관관계 강도 상관관계 계수 상관관계 강도

±0.9이상 매우 높은 상관 ±0.2 ～ ±0.4미만 낮은 상관

±0.7 ～ ±0.9미만 높은 상관 ±0.2미만 매우 낮은 상관

±0.4 ～ ±0.7미만 다소 높은 상관

<표 Ⅳ-13> 상관정도 판단기준

자료 : 송지준. (2012).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21세기사. p.121

관련 변인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발

생하는 것으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게 되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개별 독립변인의 변량을 해

석하는 것이 모호해진다. 변인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연구

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1에 가까울수록, 변량팽창계수가 10미만일수록 다

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차한계가 0에 가까울수록, 변량팽창계수가 10이상일수록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정선정, 2003).

또, 변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박한규,

2011). 조절효과는 변수관계를 변화시키는 제3의 변수나 요인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의 강도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회귀분석에

서 변수의 조절효과는 두 연속변수(A와 B)를 곱한 변수에서 A와 B를 통제하고 난 나머지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로 검증한다(박한규, 2011). 1단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효한가, 2단계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각 변인의 영향이 유효한가, 3단계 독립

변인과 조절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할 때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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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게 된다. 이때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직접 사용하

기도 하지만, 회귀분석의 특성상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주는 중심화(Mean Centering)방법을 적용하기도 한다(전동원, 2013).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맨

마지막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에서 상호작용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나야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절변인만 유의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독립변인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조절변인

과 상호작용 변인이 둘 다 유의하지 못하면 조절변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변인으로 볼 수

있다(주현미, 2012).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에 따라 일반적 특성변인을 통제한 1단계를

포함하여 4단계에 걸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또, 독립변인과 각 조절변인을 그대로 곱하

여 사용할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인과 각 조절변인의 값에서 평균값을

뺀 것을 곱하는 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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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퍼센트(%) 누적(%) 비고

성별
남 233 96.3 96.3

여 9 3.7 100.0

나이

39세이하 68 28.1 28.1

범위 :

29～65

40-45세 79 32.6 60.7

46-49세 41 16.9 77.7

50세이상 54 22.3 100.0

결혼여부
미혼 22 9.1 9.1

기혼 등 220 90.9 99.6

학력

고졸이하 45 18.6 19

전문대졸 46 19.0 37.6

대졸(4년제이상) 115 47.5 85.1

대학원이상 36 14.9 100.0

<표계속>

<표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훈련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Ⅳ-1>과 같다. 먼저 성별 분포

는 남자가 96.3%. 여자가 3.7%로 나타났다. 훈련가는 29세부터 6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

하고 있었으며, 40대 초반이 3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훈련가 중 90.9%가 기혼자

이며, 학력은 대졸(4년제 이상)이 4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부장이 27.7%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사 이상(26.8%)과 과장이하(25.2%), 차장(20.2%) 순으로

나타났다. 근부분야는 기술직(39.7%), 사무관리직(24.8%), 연구직(23.6%)순으로 나타났다. 훈련가

는 88%가 10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73.2%가 2년 이상 훈련경력을 가지고 있었

다. 훈련가의 51.7%가 100인 미만의중소기업에서일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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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퍼센트(%) 누적(%) 비고

직위

과장이하 61 25.2 25.2

차장 49 20.2 45.5

부장 67 27.7 73.1

이사이상 65 26.9 100.0

근부부서

사무관리직 60 24.8 24.8

연구직 57 23.6 50.4

기술직 96 39.7 90.1

영업직 등 기타 29 12.0 100.0

직장경력

10년미만 29 12.0 12.0

10-14년 52 21.5 33.5

15-19년 63 26.0 59.5

20-24년 48 19.8 79.3

25년이상 50 20.7 100.0

훈련경력

1년이하 60 24.8 24.8

2년-3년 60 24.8 49.6

4년-5년 49 20.2 69.8

6년이상 73 30.2 100.0

기업규모

49인이하 54 22.3 22.3

50-99인 71 29.3 51.7

100-149인 51 21.1 72.7

150인이상 66 27.3 100.0

　 합계 2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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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신의 차이 분석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헌신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검증(t/F)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Ⅳ-2>와 같다. 또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기 위하여

LSD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시 사후검증 방법에는 LSD, scheffe등의 방법이

쓰인다. 하지만, scheffe의 경우, 사회과학에서 유의성 검증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박한규, 2011)

로 최소유의차 이상의 차이가 나는 모든 처리 짝을 유의한 것으로 선언하는 다중비교법으로

LSD를 사후검증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성별, 결혼여부, 학력에 따른 헌신의 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라서는 40세 후반(3.84)의 헌신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세 이상(3.83), 40대 초반(3.73), 30세 이하(3.6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후반과 50세 이상의 경우 30세 이하의 헌신수준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에 따라서는 ‘이사 이상(3.84)’의 헌신 수준이 가장 높고, 부장, 차장, ‘과장 이하’

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사 이상’의 헌신 수준은 ‘과장 이하’ 직급의 헌신수준에 비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부서에 따라서는 기술직(3.81)이 가장 높은 헌신

수준을 나타냈으며 사무관리직(3.79), 연구직(3.64)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직과 사무관리직의 헌

신 수준은 연구직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직장경력에 따라서는 25년 이

상 된 경우 교사의 헌신 수준(3.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4년(3.78), 15-19년(3.75),

10-14년(3.70), 10년 미만(3.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이상 훈련가의 헌신수준은 14년 미

만 훈련가의 헌신수준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경력에 따라

서는 4-5년차 경력을 가진 훈련가의 헌신 수준(3.8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년 이상(3.77),

2-3년(3.74), 1년 이하(3.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5년의 경력을 가진 훈련가의 헌신수준

은 1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훈련가의 헌신수준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규모면에서는 150인 이상 기업의 헌신 수준(3.87)이 가장 높고, 100-149인(3.74),

50-99인(3.72), 49인 이하(3.7)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99인 이하 규

모의 기업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헌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4 -

구분 빈도
5점 점수

t/F
LSD

평균 표준편차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 233 3.76 .359

.734
여 9 3.72 .331

나이

30세 이하 68 3.69 .394

2.606*

* *

40-45세 79 3.73 .325

46-49세 41 3.84 .329 *

50세 이상 54 3.83 .357 *

결혼여부
미혼 22 3.68 .355

.283
기혼 220 3.77 .357

학력

고졸 45 3.84 .349

1.318
전문대졸 46 3.74 .310

대졸 115 3.72 .368

대학원 이상 36 3.80 .382

직위

과장이하 61 3.71 .359

1.734

*

차장 49 3.71 .351

부장 67 3.76 .353

이사이상 65 3.84 .357 *

근부부서

사무관리직 60 3.79 .323

3.075*

*

연구직 57 3.64 .444 * *

기술직 96 3.81 .316 *

영업직등기타 29 3.78 .347

직장경력

10년미만 29 3.67 .384

2.171

*

10-14년 52 3.70 .360 *

15-19년 63 3.75 .350

20-24년 48 3.78 .357

25년이상 50 3.87 .330 * *

훈련경력

1년이하 60 3.68 .343

2.612*

*

2년-3년 60 3.74 .331

4년-5년 49 3.87 .368 *

6년이상 73 3.77 .370

기업규모

49인이하 54 3.71 .389

2.739*

*

50-99인 71 3.72 .344 *

100-149인 51 3.74 .344

150인이상 66 3.87 .341 * *

　 합계 242

* p< .05

<표 Ⅳ-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훈련가 헌신의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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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대한 업무부하, 보상 및 자율적 직무동기의 영향관계

가. 변인의 기술통계량

이 연구에서 측정한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 업무부하, 자율적 동기와 보상 및 그 하

위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5점 기준으로 환산된 평균은

헌신이 3.76, 업무부하가 3.34, 물질적 보상이 2.72, 사회관계적 보상이 3.31, 직무적 보상이 3.70,

자율적 직무동기가 3.73으로 나타났다.

구분
이론적
구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5점평균

헌신 17～85 48 81 64.01 6.08 3.76

훈련에 대한 헌신 6～30 14 30 22 2.87 3.66

후배사원에 대한 헌신 6～30 15 28 22.42 2.55 3.73

조직에 대한 헌신 5～25 13 25 19.58 2.45 3.91

업무부하 5～25 9 23 16.72 2.91 3.34

물질적 보상 5～25 5 22 13.62 3.43 2.72

사회관계적 보상 5～25 7 25 16.55 3.82 3.31

직무적 보상 5～25 11 25 18.52 2.71 3.70

자율적 직무동기 6～30 8 30 22.40 3.31 3.73

내재적 동기 3～15 3 15 10.92 2.24 3.64

동일시 동기 3～15 5 15 11.47 1.67 3.82

주1) n=242

주2) 응답범위: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⑤매우 그렇다)

<표 Ⅳ-3> 측정변인의 기술통계량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은 3.76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훈련

가의 헌신을 훈련, 가르치는 후배사원,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위 대상 간

헌신의 정도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모두에게 헌신하는 총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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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가의 헌신이라고 보았다. 하위대상별 헌신의 정도는 문항수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이를 5점 환산 평균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조직에 대한 헌신이 3.91, 가르치는 후배사

원에 대한 헌신이 3.73, 훈련업무에 대한 헌신이 3.66으로 나타나, 훈련가는 조직에 대한 헌신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훈련업무와 가르치는 후배사원에 대한 헌신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S-OJT훈련가가 인식한 업무부하 정도는 3.34로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보상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측정하였는데, 물질적 보상은 2.72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여건상 훈련가에게 훈련업무 수행에 대하여 특별히

많은 금전적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고, 환경개선 등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관계적 보상은 3.31로 물질적 보상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직무적 보상

의 3.7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가가 훈련 직무로부터 내적인 보람과 본인

의 역량이 발전함을 인지하고,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상사나 동료, 기타 회사의 구성원들이 훈련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게 지

지하고 협조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자율적 직무동기 하위요인인 내재적 동기 수준은 3.64, 동일시 동

기 3.82로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는 가르치는 업무에 대한 내적 흥미나 즐거움을 나타내는데

비해 동일시 동기는 훈련업무에 대한 기대감, 즉 훈련업무를 담당하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다

는 생각, 경력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역량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훈련가 역시 근로자로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가르치는 것에 대한 욕구보다는

지식의 공유를 통해 타인과 더불어 본인도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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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3-1 3-2 4-1 4-2 4-3 5 6 7 8 9 10 11 12 13

1 헌신 1 　 　 　 　 　 　 　 　 　 　 　 　 　 　 　 　

2 업무부하 -.430*** 1 　 　 　 　 　 　 　 　 　 　 　 　 　 　 　

3 자율동기 .409*** -.225*** 1 　 　 　 　 　 　 　 　 　 　 　 　 　 　

3-1 내재동기 .325*** -.216*** .888*** 1 　 　 　 　 　 　 　 　 　 　 　 　 　

3-2 동일동기 .373*** -.156** .788*** .416*** 1 　 　 　 　 　 　 　 　 　 　 　 　

4-1 물질보상 .580*** -.478*** .294*** .248*** .250*** 1 　 　 　 　 　 　 　 　 　 　 　

4-2 사회보상 .583*** -.475*** .278*** .239*** .229*** .586*** 1 　 　 　 　 　 　 　 　 　 　

4-3 직무보상 .713*** -.455*** .420*** .317*** .407*** .445*** .526*** 1 　 　 　 　 　 　 　 　 　

5 성별 -.022 .011 .115 .074 .127* -.049 -.029 .034 1 　 　 　 　 　 　 　 　

6 연령 .168** -.104 .007 .085 -.099 .073 .138* .094 -.065 1 　 　 　 　 　 　 　

7 학력 .099 -.042 .177** .114 .196** .014 .103 .045 -.032 .067 1 　 　 　 　 　 　

8 결혼 .069 -.109 .078 .151** -.048 .041 .084 .099 -.09 .298*** .016 1 　 　 　 　 　

9 근무부서 -.110 -.063 -.054 -.048 -.042 -.114 -.064 -.019 .070 -.156**-.044 .037 1 　 　 　 　

10 직위 .121 -.118 -.039 .023 -.108 -.001 .041 .145* -.128* .549*** -.137* .173** .006 1 　 　 　

11 직장경력 .192** -.092 .056 .108 -.034 .063 .148* .129* -.095 .865*** .189** .235***-.169** .490*** 1 　 　

12 훈련경력 .082 -.026 .053 .089 -.016 -.014 .063 .100 -.017 .233*** .028 .114 -.072 .28***1 .252*** 1 　

13 기업규모 .143* -.016 .152** .111 .151** -.014 .021 .147* .064 -.058 .201** .011 .138* -.223*** -.035 .069 1
*p<0.05, **p<0.01, ***p<0.001

<표 Ⅳ-4>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나. 변인간 상관관계

중소기업 S-OJT훈련가가 인식한 헌신과 업무부하,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과 자율적 직무동기의 상관관계는 <표 Ⅳ-4>와 같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헌신은 모든 관련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신은 보상 유형 중 직무적 보상(r=.713, p< .05)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관계적 보상(r=.583, p< .05), 물질적 보상(r=.580, p< .05)의 순으로 '

다소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신과 업무부하(r=-.430, p< .01)와는 '다

소 높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적 직무동기(r=.409, p< .05)는 헌신과 '

다소 높은 정적(+)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율적 직무동기의 하위요인인 동일시 동기(r=.373, p<

.05), 내재적 동기(r=.325, p< .05)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변인으로서 연령(r=.168, p< .05), 직장경력(r=.192, p< .05), 기업규모(r=143, p<

.05) 헌신과 매우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학력, 결혼, 직위, 근무부서, 직

위, 훈련경력, 규모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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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이 연구에서 측정한 업무부하와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 요인들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율적 동기와 보상의 하위 요인들은 정적

(+)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 각

변인의 공차한계는 0.550～0.809이며, 변량팽창계수는 1.237～1.818로 나타나, 변인 간에 심각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표 Ⅳ-5> 참조).

변량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업무부하 .675 1.482

물질적 보상 .588 1.701

사회관계적 보상 .550 1.818

직무적 보상 .596 1.678

자율적 직무동기 .809 1.237

<표 Ⅳ-5> 공차한계와 변량팽창계수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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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회귀분석에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변인에 따라 헌신이 큰 영향을 받을 경우 업무부하가

헌신에 영향을 준다고 확인되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영향인지, 업무부하에 따른

영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 특성 변인들 중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준 나이, 직위, 근

무부서, 직장경력, 훈련경력, 기업규모 변인을 회귀모형 1단계에서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그 결

과 나타난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영향은 <표 Ⅳ-6>과 같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17.485 *** 20.091 ***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53 -.445

직위 .103 1.293 .066 .906

근무부서 -.114 -1.757 * -.143 -2.429 **

직장경력 .153 1.215 .147 1.292

훈련경력 .000 -.005 .006 .093

기업규모 .186 2.805 ** .173 2.886 **

독립변인 업무부하 -.421 -7.342 ***

R .276 .499

R2(△R2) .076 .249(△.173)

R2adj .053 .227

F 3.231** 11.094***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6> 훈련가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 회귀분석 결과

가설 1-1.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는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 특성요인들은 헌신을 7.6%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부하를 투입하였을

때는 24.9%로 설명력이 17.3% 증가하였다. 이는 업무부하의 설명력이 17.3%라는 것을 나타낸

다(F=11.094, p<0.001). 업무부하는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0.421, p<0.001), 업무부하

가 증가할수록 헌신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가설 1-1이 채택되었다.



- 70 -

마.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유형별 보상의 관계

1) 훈련가 헌신과 물질적 보상의 관계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물질적 보상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요인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질적 보상이 헌신에 미치는 영향은 <표 Ⅳ-7>과

같이 나타났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17.485 *** 16.001 ***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81 -.769

직위 .103 1.293 .126 1.944 *

근무부서 -.114 -1.757 * -.056 -1.056

직장경력 .153 1.215 .158 1.550

훈련경력 .000 -.005 .016 .305

기업규모 .186 2.805 ** .186 3.482 ***

독립변인 물질적 보상 .572 11.173 ***

R .276 .631

R2(△R2) .076 .398(△.321)

R2adj .053 .380

F 3.231** 22.062***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7> 훈련가의 헌신과 물질적 보상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1-2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헌신과물질적보상은정적인영향관계가있을것이다.

물질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을 32.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2.062, p<0.001). 물질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며, 물질적 보상이 증가할수록 헌신 정도도 증

가하는 정적(+) 영향관계를가지고 있었다(=0.572, p<0.001). 이로써가설 1-2가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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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가 헌신과 사회관계적 보상의 관계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사회관계적 보상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요

인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관계적 보상이 헌신에 미치는 영향은 <표

Ⅳ-8>과 같이 나타났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17.485 *** 15.691 ***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63 -.590

직위 .103 1.293 .130 1.994 *

근무부서 -.114 -1.757 * -.094 -1.759

직장경력 .153 1.215 .094 .916

훈련경력 .000 -.005 -.018 -.331

기업규모 .186 2.805 ** .174 3.217 ***

독립변인 사회관계적 보상 .564 10.868 ***

R .276 .621

R2(△R2) .076 .386(△.310)

R2adj .053 .368

F 3.231** 21.023***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8> 훈련가의 헌신과 사회관계적 보상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1-3.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사회관계적 보상은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사회관계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을 3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1.023, p<0.001). 사

회관계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며, 사회관계적 보상이 증가할수록

헌신수준도 증가하는 정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0.564, p<0.001). 이로서 가설 1-3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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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가 헌신과 직무적 보상의 관계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직무적 보상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요인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무적 보상이 헌신에 미치는 영향은 <표 Ⅳ-9>과

같이 나타났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17.485 *** 10.102 ***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74 .786

직위 .103 1.293 -.023 -.391

근무부서 -.114 -1.757 * -.086 -1.855

직장경력 .153 1.215 .042 .460

훈련경력 .000 -.005 -.019 -.405

기업규모 .186 2.805 ** .054 1.127

독립변인 직무적 보상 .697 15.034 ***

R .276 .728

R2(△R2) .076 .530(△.454)

R2adj .053 .516

F 3.231** 37.709***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9> 훈련가의 헌신과 직무적 보상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1-4.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헌신과직무적보상은정적인영향관계가있을것이다.

직무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을 4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7.709, p<0.001). 직무

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며, 직무적 보상이 증가할수록 헌신정도

도 증가하는 정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0.697, p<0.001). 이에 따라 가설 1-4가 채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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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훈련가의 헌신과 자율적 직무동기의 관계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자율적 직무동기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요

인을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율적 직무동기가 헌신에 미치는 영향은 <표

Ⅳ-10>과 같이 나타났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17.485 *** 10.909 ***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27 .220

직위 .103 1.293 .112 1.517

근무부서 -.114 -1.757 * -.090 -1.489

직장경력 .153 1.215 .085 .732

훈련경력 .000 -.005 -.013 -.207

기업규모 .186 2.805 ** .127 2.065 *

독립변인 자율적 직무동기 .385 6.532 ***

R .276 .468

R2(△R2) .076 .219(△.14.2)

R2adj .053 .195

F 3.231** 9.355***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10> 훈련가의 헌신과 자율적 직무동기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1-5. S-OJT훈련가의헌신과자율적직무동기는정적인영향관계가있을것이다.

자율적 직무동기는 헌신을 1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9.355, p<0.001). 자율적 직무

동기는 훈련가의 헌신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며, 자율적 직무동기가 증가할수록 헌신수준

도 증가하는 정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0.385, p<0.001). 이로써 가설 1-5가 채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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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훈련가의 헌신에 대한 자율적 직무동기 하위요인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

-11>과 같다. 자율적 직무동기 중 자기성장 기대인 동일시 동기(β=0.302, p<0.001)의 영향력이

내재적 동기(β=0.167, p<0.01)보다 약 2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재미, 즐거움, 보람과 같은 순수한 내적 동기를 나타낸다. 이러한 요인들은 훈련가의

헌신을 1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8.703, p<0.001).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17.485 *** 9.846 ***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51 .423

직위 .103 1.293 .114 1.550

근무부서 -.114 -1.757 * -.086 -1.439

직장경력 .153 1.215 .076 .652

훈련경력 .000 -.005 -.006 -.096

기업규모 .186 2.805 ** .122 1.990 *

독립변인
내재적 동기 .167 2.606 **

동일시 동기 .302 4.662 ***

R .276 .480

R2(△R2) .076 .230(△.154)

R2adj .053 .204

F 3.231** 8.703***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11> 훈련가의 헌신과 자율적 직무동기 하위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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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훈련가의 헌신에 대한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의 영향 종합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대한 업무부하와 유형별 보상, 자율적 직무동

기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12>와

같이 나타났다. 즉, 훈련가가 업무부하를 경험하더라도 물질적 보상, 사회적 보상, 직무적 보상이

적절하게주어질경우업무부하는헌신에부정적인 영향을주지않고, 헌신 수준이증가하게되며,

헌신에대한영향력의크기는직무적보상(β=0.459, p<0.001), 물질적보상(β=0.249, p<0.001), 사회

관계적 보상(β=0.157, p<0.01) 순으로 나타났다. 또 훈련가의 자율적 직무동기의 경우 세가지 유형

의보상이적절하게주어질경우에는헌신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β t β t

상수 17.485 *** 7.035 ***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18 .209

직위 .103 1.293 .039 .750

근무부서 -.114 -1.757 * -.060 -1.412

직장경력 .153 1.215 .051 .630

훈련경력 .000 -.005 -.013 -.308

기업규모 .186 2.805 ** .084 1.928 *

독립변인

업무부하 -.001 -.027

물질적보상 .249 4.686 ***

사회적보상 .157 2.873 **

직무적보상 .459 8.578 ***

자율적직무동기 .082 1.821

R .276 .795

R2(△R2) .076 .632(△.556)

R2adj .053 .614

F 3.231** 39.905***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12> 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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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보상의 조절효과

가. 훈련가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물질적 보상의 조절효과

물질적보상이업무부하가훈련가의헌신에미치는부적(-) 영향을완화하는조절하는효과가있는

지를확인하기위하여위계적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1단계 통제변인투입, 2단계 업무부하변인투

입, 3단계 조절변인을 투입하고, 4단계에서는 업무부하의 평균 3.34, 물질적 보상의 평균 2.72를 각각

의데이터에서빼고곱한상호작용항을투입하였다. 그결과는 <표Ⅳ-13>과같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상수 17.485*** 20.091*** 14.025*** 14.036***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53 -.445 -.084 -.806　 -.096 -.932

직위 .103 1.293 .066 .906 .106 1.658 .096 1.509

근무부서 -.114 -1.757* -.143 -2.429** -.078 -1.481 -.077 -1.480

직장경력 .153 1.215 .147 1.292 .155 1.546 .174 1.752

훈련경력 .000 -.005 .006 .093 .016 .309　 .012 .232

기업규모 .186 2.805** .173 2.886** .181 3.436*** .190 3.640***

독립변인 업무부하(a) 　 　 　 -.421 -7.342*** -.183 -3.171** -.183 -3.192**

조절변인 물질적보상(b) 　 　 　 　 　 　 .482 8.362*** .495 8.626***

상호작용항 a*b 　 　 　 　 　 　 　 　 　 -.117 -2.327*

R .276 .499 .650 .660

R2(△R2) .076 .249(△.173) .422(△.173) .436(△.013)

R2adj .053 .227 .403 .414

F 3.231** 11.094*** 21.308*** 19.900***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13> 훈련가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물질적 보상의 조절효과

가설 2-1. 물질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부적영향을 완화할 것이다.

3단계, 물질적 보상을 투입하면서 업무부하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며(=-0.421→=-0.183), 물

질적 보상의 영향력(=0.482, p<0.001)이 더 높게 나타나, 물질적 보상이 업무부하의 부정적인 영

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 업무부하와 물질적 보상의 상호작용항은 헌신에 유의미

한 영향(=-0.117, p<0.05)을 주고 있으며, 모형의 설명력이 1.3%(△R2)유의미하게 증가하여, 물질

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가설 2-1을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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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련가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사회적 보상의 조절효과

사회관계적 보상이 업무부하가 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

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 사회관계적 보상을 투

입한 후, 4단계에서 업무부하의 평균 3.34, 사회관계적 보상의 평균 3.31을 각각의 데이터에서

빼고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상수 17.485*** 20.091*** 14.040*** 13.891***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53 -.445 -.069 -.657　 -.077 -.748

직위 .103 1.293 .066 .906 .108 1.684　 .092 1.440

근무부서 -.114 -1.757* -.143 -2.429** -.111 -2.113* -.108 -2.088*

직장경력 .153 1.215 .147 1.292 .101 1.006 .127 1.261

훈련경력 .000 -.005 .006 .093 -.012 -.231　 -.017 -.313

기업규모 .186 2.805** .173 2.886** .170 3.210** .178 3.397***

독립변인 업무부하(a) 　 　 　 -.421 -7.342*** -.196 -3.404*** -.196 -3.436***

조절변인 사회적보상(b) 　 　 　 　 　 　 .470 8.132*** .494 8.509***

상호작용항 a*b 　 　 　 　 　 　 　 　 　 -.124 -2.413**

R .276 .499 .644 .655

R2(△R2) .076 .249(△.173) .415(△.166) .429(△.014)

R2adj .053 .227 .395 .407

F 3.231** 11.094*** 20.676*** 19.406***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14> 훈련가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적 보상 조절효과

가설 2-2. 사회관계적보상은업무부하가훈련가의헌신에미치는부적영향을완화할것이다.

3단계, 사회관계적 보상요인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업무부하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며(

=-0.421→=-0.196), 사회관계적 보상의 영향력(=0.470, p<0.001)이 더 높게 나타나, 사회관계

적 보상이 업무부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 업무부하와 사회

관계적 보상의 상호작용항이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0.124,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모형의 설명력도 1.4%(△R2)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관계적 보상은 업무부

하가 헌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어 가설 2-2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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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가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직무적 보상의 조절효과

직무적 보상이 업무부하가 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가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조절변인인 직무적 보상 변인

을 투입하고, 4단계에서는 업무부하의 평균 3.34, 직무적 보상의 평균 3.71을 각각의 데이터에

서 빼고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상수 17.485*** 20.091*** 9.443*** 8.997***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53 -.445 .056 .604　 .052 .571

직위 .103 1.293 .066 .906 -.023 -.412 -.023 -.402

근무부서 -.114 -1.757* -.143 -2.429** -.099 -2.141* -.103 -2.256*

직장경력 .153 1.215 .147 1.292 .050 .561　 .056 .635

훈련경력 .000 -.005 .006 .093 -.016 -.331　 -.025 -.539

기업규모 .186 2.805** .173 2.886** .062 1.310　 .078 1.639

독립변인 업무부하(a) 　 　 　 -.421 -7.342*** -.141 -2.822** -.133 -2.668**

조절변인 직무적보상(b) 　 　 　 　 　 　 .631 12.329*** .660 12.677***

상호작용항 a*b 　 　 　 　 　 　 　 　 　 -.110 -2.409**

R .276 .499 .739 .746

R2(△R2) .076 .249(△.173) .546(△.296) .557(△.011)

R2adj .053 .227 .530 .540

F 3.231** 11.094*** 34.972*** 32.372***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15> 훈련가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직무적 보상 조절효과

가설 2-3. 직무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부적영향을 완화할 것이다.

3단계, 직무적 보상요인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업무부하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며((=-0.421,

→=-0.141), 직무적 보상의 영향력(=0.631, p<.001)이 더 높게 나타나, 직무적 보상이 업무부

하가 헌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 업무부하와 직무적

보상의 상호작용항이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0.110,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형의

설명력도 1.1%(△R2)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직무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변인으로 확인되어 가설 2-3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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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

가. 훈련가 헌신과 물질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

자율적 직무동기가 물질적 보상의 효과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일반적 특성변인을 투입하여 통제한 후, 차례로 물질적 보상 변인과 자율적

직무동기 변인 투입하였다. 4단계에서는 자율적 직무동기의 평균 3.73, 물질적 보상의 평균 2.72를

각각의 데이터에서 빼고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상수 17.485*** 16.001*** 11.519*** 11.781***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81 -.769 -.042 -.410 -.053 -.521
직위 .103 1.293 .126 1.944* .128 2.061* .132 2.135*

근무부서 -.114 -1.757* -.056 -1.056 -.048 -.938 -.060 -1.175

직장경력 .153 1.215 .158 1.550 .116 1.181 .114 1.166

훈련경력 .000 -.005 .016 .305 .007 .133 .014 .263

기업규모 .186 2.805** .186 3.482*** .151 2.897** .150 2.915**

독립변인 물질적보상(a) 　 　 　 .572 11.173*** .503 9.761*** .497 9.711***

조절변인 자율적동기(b) 　 　 　 　 　 　 .234 4.484*** .235 4.550***

상호작용항 a*b 　 　 　 　 　 　 　 　 　 -.110 -2.243*

R .276 .631 .667 .676

R2(△R2) .076 .398(△.321) .445(△.048) .457(△.012)

R2adj .053 .380 .426 .436

F 3.231** 22.062*** 23.394*** 21.714***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16> 훈련가 헌신과 물질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 분석

가설3-1. 자율적 직무동기는 물질적 보상과 S-OJT훈련가의 헌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단계, 자율적 직무동기 요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물질적 보상의 영향력(=0.572→

=0.503)이 줄어들었다. 4단계, 자율적 직무동기와 물질적 보상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때,

상호작용항은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0.110, p<0.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

력도 1.2%(△R2)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율적 직무동기가 높을 경우 물질적 보상

이 적어지더라도 헌신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물질적 보상이 헌

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설 3-1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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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련가 헌신과 사회관계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

자율적직무동기가사회관계적보상이훈련가의헌신에미치는영향을조절하는효과가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인 투입 후, 직무적보상과 자율적 직무동기

변인을 차례로 투입하고, 4단계에서는자율적 직무동기의 평균 3.73, 사회관계적보상의 평균 3.31을

각각의데이터에서빼고곱한상호작용항을투입하였다. 그결과는 <표Ⅳ-17>과같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상수 17.485*** 15.691*** 11.182*** 11.172***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63 -.590 -.024 -.230　 -.023 -.220

직위 .103 1.293 .130 1.994* .133 2.122* .134 2.140*

근무부서 -.114 -1.757* -.094 -1.759 -.080 -1.569 -.081 -1.582

직장경력 .153 1.215 .094 .916 .058 .583 .055 .558

훈련경력 .000 -.005 -.018 -.331 -.024 -.460　 -.026 -.488

기업규모 .186 2.805** .174 3.217*** .138 2.634** .137 2.614**

독립변인 사회적보상(a) 　 　 　 .564 10.868*** .497 9.634*** .496 9.586***

조절변인 자율적동기(b) 　 　 　 　 　 　 .249 4.796*** .250 4.798***

상호작용항 a*b 　 　 　 　 　 　 　 　 　 -.022 -.448

R .276 .621 .664 .665

R2(△R2) .076 .386(△.310) .441(△.055) .442(△.0)

R2adj .053 .368 .422 .420

F 3.231** 21.023*** 22.999*** 20.395***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17> 훈련가 헌신과 사회관계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

가설3-2. 자율적직무동기는사회관계적보상과S-OJT훈련가의헌신의관계를조절할것이다.

3단계, 자율적 직무동기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사회관계적 보상의 영향력(=0.564→

=0.497)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4단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와 사회관계적 보상의 상호작용항은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0.022, ns)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도 증가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자율적 동기는 헌신에 대한 독립변인일 뿐 조절변인은 아닌 것으로 해석

한다. 따라서,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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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가 헌신과 직무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

자율적 직무동기가 직무적 보상이 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변인을 통제하고, 직무적보상 변인과 조

절변인인 자율적 직무동기 변인, 그리고 자율적 직무동기의 평균 3.73, 직무적 보상의 평균 3.70을

각각의데이터에서빼고곱한상호작용항을단계적으로투입하였다. 그결과는 <표Ⅳ-18>과같다.

구분

종속변인 : 헌신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β t β t β t β t

상수 17.485*** 10.102*** 8.530*** .045***

통제변인주1

나이 -.028 -.214 .074 .786 .084 .905　 .076 .823

직위 .103 1.293 -.023 -.391 -.010 -.183 -.008 -.133

근무부서 -.114 -1.757* -.086 -1.855 -.080 -1.743 -.082 -1.786

직장경력 .153 1.215 .042 .460 .028 .311 .031 .346

훈련경력 .000 -.005 -.019 -.405 -.022 -.466　 -.027 -.568

기업규모 .186 2.805** .054 1.127 .045 .944 .048 1.013

독립변인 직무적보상(a) 　 　 　 .697 15.034*** .645 12.848*** .627 12.421***

조절변인 자율적동기(b) 　 　 　 　 　 　 .125 2.531** .847 2.496**

상호작용항 a*b 　 　 　 　 　 　 　 　 　 -.722 -2.150*

R .276 .728 .737 .743

R2(△R2) .076 .530(△.454) .543(△.013) .552(△.009)

R2adj .053 .516 .527 .534

F 3.231** 37.709*** 34.558*** 31.709***

주1) 근무부서는 기술직 기준, 직위는 차장이하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

주2) *p<0.05, **p<0.01, ***p<0.001

<표 Ⅳ-18> S-OJT훈련가 헌신과 자율적 직무동기의 관계에서 직무적 보상 조절분석

가설3-3. 자율적 직무동기는 직무적 보상과 S-OJT훈련가 헌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단계, 자율적 직무동기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직무적 보상의 영향력(=0.697→=0.645)

이 줄어들었다. 자율적 직무동기와 직무적 보상의 상호작용항은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0.722,

p<0.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도 직무적 보상의 영향력(=.627, p<.001)이 감소했고, 모형

의설명력은 0.9%(△R2)유의미하게증가하였다. 따라서, 가설 3-3을채택하였다.

모형 4단계에서자율적직무동기의영향력(=.847, p<.01)은 상호작용항을투입하면서전보다많이

증가한반면, 직무적보상의영향력은줄어들었다. 이는자율적직무동기가헌신에대한보상의영향

력을감소시켜, 자율적직무동기가높을경우보상이적더라도헌신도가높아질수있음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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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표 Ⅳ-19>과 같다.

가설 결과

첫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대한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 자율적 직무동

기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모두채택

H 1-1. 업무부하는 훈련가의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 1-2. 물질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 1-3. 사회관계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 1-4. 직무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 1-5. 자율적 직무동기는 훈련가의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둘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유형별 보상의 조절

효과를 구명한다.
모두채택

H 2-1. 물질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훈련가 헌신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할

것이다.
채택

H 2-2. 사회관계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훈련가 헌신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할

것이다.
채택

H 2-3. 직무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훈련가 헌신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할

것이다.
채택

셋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

효과를 구명한다.
일부채택

H 3-1. 자율적 직무동기는 물질적 보상과 훈련가의 헌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H 3-2. 자율적 직무동기는 사회관계적 보상과 훈련가의 헌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H 3-3. 자율적 직무동기는 직무적 보상과 훈련가의 헌신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표 Ⅳ-19>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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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의

이 연구는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 자율적 직무동기의 관계를 구명하고,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유형별 보상(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이 이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또 헌신과 유형별 보상(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가 조절효과를 가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업무부하 수준은 훈련가의 헌신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과 자율적인 직무

동기는 헌신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헌신과 물질적 보상 및 직무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는 보상이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관계적 보상과

헌신의 관계에서는 자율적 직무동기가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보다 자세히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훈련가의 헌신에 대한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 및 자율적 직무동기의 영향관계

업무부하와 헌신의 관계에서 업무부하는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별 보상(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과 자율적 직무동기는 각각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업무부하와 자율적 직무

동기는 헌신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 보상만이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과 헌신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훈련가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

업무부하는 5점 환산 기준 3.34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업무부하는 훈련가의 헌신을

17.3%(△R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1.094, p<0.001), 업무부하가 증가할수록 헌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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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낮아져(=-0.421, p<0.001), 양자 간 부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훈

련가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양적 부담, 시간적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경우 조직과 훈련업무, 후

배사원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기 어렵고 이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

간을 들이고, 적극적인 실천적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헌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가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일학습병행제 하에서 중소기업의 기업현장교사와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

한 임경화(2014) 및 중소기업 트레이너에 대한 임세영(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

소기업 훈련가들이 늘어난 업무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결과이며, 업무과

부하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직무성과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 최병권(2013)과 최선(2011)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훈련가들은 업무부하를 겪으면서 조직에 대한 헌신도는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며, 소진을 겪거나 이직의도를 가지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2) 훈련가의 헌신과 유형별 보상의 관계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적 보상(=.697, p<.001)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물질적 보상(

=.572, p<.001), 사회관계적 보상(=.564,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보상유형별로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훈련가의 헌신과 물질적 보상의 관계

물질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을 32.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2.062, p<0.001). 물질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며 정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0.572,

p<0.001). 즉, 물질적보상은훈련가에게지급되는수당, 임금, 승진기회, 고용안정, 근무환경개선등

을말하며, 이들물질적보상이지급되면훈련가의헌신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훈련가가 인식하는 물질적 보상의 수준은 2.72로 보통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

현장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한 임경화(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설문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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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같이 훈련가에게 지원되는 수당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 외에 기업 자체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기업당 훈련가를 1인만 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훈련가는 여

러 명이기 때문에 1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여러 명이 나누게 돼, 실제 1인에게 배당되는 수당

은 그 금액이 적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실제 훈련가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1인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협조하여 기업재정과 정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

능한 많은 훈련가게 적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 정기

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향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교육훈련업무를 부가업무로 취급하여 수

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 단일 직무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임금체계를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훈련가가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조직에서 매우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여 고

용안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승진의 기회도 실제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훈(2008)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멘토링 제도는 기업내에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즉, 멘토링을 통해 멘토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멘토에 대한 시험

으로 간주하여 멘토를 평가하고 나아가서 승진시키는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가

로 활약하는 것이 기업내 숙련근로자에게도 마땅한 유인이 되고, 기업에서도 차세대 리더를 양

성하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물질적 보상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중 기업체 근로자에게 있어서 물질적 보상

이 몰입이나 열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나타낸다는 연구를 지지한 결과이기도 하다(곽옥

결, 2012; 비싱천, 2014; 왕영계, 2013; 우현우, 2005, 박웅열, 2010).

나) 훈련가의 헌신과 사회관계적 보상의 관계

사회관계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을 3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1.023, p<0.001). 사

회관계적 보상이 높아질수록 헌신도도 높아지는 정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0.564,

p<.001). 즉, 사회관계적 보상이란 조직 구성원의 친밀감,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과 구성원의

존경, 훈련가 활동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훈련가가 이를 높게 인식할수록

조직과 훈련업무, 가르치는 후배사원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이들 가치

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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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결과는 상사와 동료, 경영진 등이 훈련가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및 격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영현(2007)의 연구에서와 같

이 사회관계적 보상이 조직몰입(정의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

는 사회관계적 보상이 교사의 헌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광수(2013)의 연구

와는 차이를 나타낸다.

다) 훈련가의 헌신과 직무적 보상의 관계

직무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을 4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7.709, p<0.001). 직무

적 보상이 높아질수록 헌신도도 증가하는 정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0.697, p<

0.001). 직무적 보상 하위요인 은 직무에 대한 흥미, 전문가로서의 성장감, 역량 발휘의 기회, 직

무권한의 증가, 직무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즉, 훈련가가 이러한 직무적 보상을 많이 느낄 경

우 조직과 훈련업무, 가르치는 후배사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장정훈(2008)의 연구에 따르면 공식적 멘토링은 종전과 달리 멘토와 멘티 간 공동 학습 프로

세스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즉, 멘토와 멘티가 협력적인 학습 파트너가 되며, 멘티도 멘토링

의 수혜자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멘토링에 참여함으로써 멘토는 조직에 대

한 오너십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조직에 대한 통찰력과 업무역량의 향상, 직무성과의 향상도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Cho(2004) 역시 체계적인 S-OJT에서 트레이너들이 교육훈련의 예상치

못한 수혜자가 되었다는 연구결과에서 S-OJT 실시과정에서 트레이너들의 직무몰입과 조직몰입

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교육훈련을 통해 훈련가가 내면

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업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느

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헌신을 높이는 것을 보

여준다. 특히, 훈련가의 헌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보상요인이 직무적 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직무적 보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훈련가의 직무가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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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련가의 헌신과 자율적 직무동기의 관계

자율적 직무동기는 훈련가의 헌신을 14.2%(△R2)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며, 자율적 직무동

기가 증가할수록 헌신도 증가하는 정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0.385, p<0.001). 이는

자율적 직무동기가 높을수록 훈련가의 헌신도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율적 직무동

기 하위요인 중 자기성장 기대인 동일시 동기(β=0.302, p<0.001)의 영향력이 가르치는 것에 대

한 재미, 즐거움, 보람과 같은 순수한 내적 동기(β=0.167, p<0.01)에 비하여 헌신에 미치는 영

향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가의 경우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계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보다는 업무 수행을 본인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역량발전 기회, 장래

의 발전 기회를 높게 인식하는 결과이다. 권두승(2007), 유금연(2008), 최선(2011)의 연구에서

일반교사들은 내적 흥미, 가르치는 즐거움,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

에 비하면 자기 성장의 기대가 더 큰 훈련가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Jacobs(2003)는 훈련가를 선발할 때 그 자질로서 업무에 대한 내적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자율적 직무동기, 특히, 동일시 동기가 높을수록 훈련가

의 헌신도가 높은 것은 훈련가 선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4) 훈련가의 헌신에 대한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의 종합적 영향

훈련가가 업무부하를 경험하더라도 물질적 보상, 사회적 보상, 직무적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질

경우 헌신 수준이 증가할 수 있으며, 헌신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는 직무적 보상(β=0.459,

p<0.001), 물질적 보상(β=0.249, p<0.001), 사회관계적 보상(β=0.157, p<0.0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율적 직무동기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의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질 경우에는 헌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임을 나

타낸다. 또한 훈련가에게 제공되는 보상을 설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보상은

직무적 보상,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해석

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업무부하는 우선 해소되어야 할 대상이며, 부득이 업무량이 증

가 될 때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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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보상의 조절효과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부적인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변인이며,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력이 완

화되었다. 즉, 훈련가는 많은 업무량으로 시간적 압박감을 느껴 조직과 훈련업무, 후배사원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만, 임금 및 수당, 승진기회와 같은 물질적

보상, 상사의 지원이나 구성원의 존경과 같은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흥미나 책임감 등 직무적

보상을 느낄 때, 업무가 많고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훈련가로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절효과의 크기는 직무적 보상이 가장 크고,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의 순으로 나타났다. Herzberg는 동기이론에서 인간의 욕구는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구분되

며, 위생요인의 충족은 불만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며, 구성원을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동기요인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기요인은 성취, 인정, 직

무내용, 책임, 승진, 승급, 성장 등의 요소를 말하며, 위생요인은 보수,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안전과 같은 요소를 말한다. 직무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은 동기요인에 보다 가깝고, 사회

관계적 보상의 경우 위생요인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생요인의 충족은 구성원

의 업무부하로 인한 불만을 감소시켰지만, 헌신도는 동기요인의 충족으로 보다 강화 될 수 있

기 때문에 직무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의 조절효과가 사회관계적 보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1) 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물질적 보상의 조절효과

물질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적 보

상이 투입되면서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0.421 → =-0.183)하였

으며, 물질적 보상과 업무부하의 상호작용항(=-0.117, p<0.01)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

는 훈련가의 업무부하와 헌신의 부적인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물질적 보상이 중요하

다는 것을 나타낸다. 물질적 보상의 구성요인은 실제 기업현장에서 훈련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적 보상, 수당적 보상, 승진기회, 근무환경의 개선, 고용안정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이러한 보

상을 적절히 제공할 경우 업무부하로부터 비롯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헌신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훈련가에게 적정수준의 물질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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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사회관계적 보상의 조절효과

사회관계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관

계적 보상이 투입되면서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0.421 → 

=-0.196)하였으며, 사회관계적 보상과 업무부하의 상호작용항(=-0.124, p<0.01)도 유의하게 나

타났다. 사회관계적 보상의 구성요인은 실제 기업현장에서 훈련가가 직면하는 동료들의 친밀성,

상사의 관심과 지원, 동료의 관심과 지원, 존경, 그리고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으로 구성하였으

므로, 현장훈련과 훈련가 개인에 대하여 상사가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협조를 하고, 동료 및

구성원이 훈련가를 존경하고, 친밀감을 느낄 때, 또한 훈련가로서의 활동을 통해 이들이 존중

받고, 훈련가 개인의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질 때, 훈련가는 업무부하를 경험함

에도 불구하고 훈련가로서의 활동에 보다 헌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훈련가에 대한

대우 개선과 기업내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계에서 직무적 보상의 조절효과

직무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적 보

상이 투입되면서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0.421 → =-0.133)하였

으며, 직무적 보상과 업무부하의 상호작용항(=-0.110, p<0.01)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

형의 설명력도 기존 54.6%에서 55.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훈련가의 업무

부하와 헌신의 부적인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직무적 보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

낸다. 직무적 보상의 구성요인은 훈련업무를 통해 훈련가가 겪게 되는 흥미, 전문가로서의 성

장, 역량 발휘 기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여부, 책임감이었다. 따라서, 훈련가가 훈련업무를

통해 흥미와 전문가로서의 성장감을 느낄 때,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인

식하고, 이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업무부하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훈련가가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직무를 통해 이러한 보람

과 가능성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가에게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

히, 직무적 보상의 경우 사회관계적 보상이나 물질적 보상이 투입되었을 때에 비하여 업무부하

가 헌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직무적 보상의 경우 업무부하 =-0.133,

물질적 보상의 경우 업무부하 =-0.183 사회관계적 보상의 경우 업무부하 =-0.196).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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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계적 보상이 구성원의 불만을 감소시키는 위생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직무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은 구성원을 보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적 보상을 가장 강화하는 것이 헌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됨을

시사한다.

다. 훈련가의 헌신과 유형별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 

자율적 직무동기는 물질적 보상, 직무적 보상이 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조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관계적 보상과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의 크기는 직무적 보상과의 관계에서 보다 많이 나타났다. 즉, 자율

적 직무동기가 높을 경우 물질적 보상이나 직무적 보상이 조금 낮더라도 헌신 수준은 높게 유

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자율적 직무동기는 업무를 통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업무에 대한 내적 흥미와 즐거움의 정도로서, 이러한 자율적 동기를 가진 경우 보상이 낮더라

도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말한다.

1) 훈련가의 헌신과 물질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

훈련가의 헌신과 물질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자율적 직무동기의 투입으로 물질적 보상의 영향력(=0.572→=0.497)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는 자율적 직무동기가 높을 경우 물질적 보상이 적더라도 헌신이 높게 나타날 수 있

음을 나타낸다. 이는 물질적 보상이 자율적 직무동기를 향상시키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물

질적 보상의 정도를 높이기 어려울 경우에도, 자율적 직무동기가 높은 훈련가는 높은 헌신수준

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 하므로, 훈련가 선발시 충분한 자율적 직무동기를 가진 훈련가를 선

발하도록 관련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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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가의헌신과사회관계적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

사회관계적 보상과 자율적 직무동기는 모두 헌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두 변인간 상호작

용항은 헌신에 유의미한 영향(=-.022, ns)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은 헌신에 대

하여 별개의 독립변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훈련업무에 대하여 내적 흥미와 자

기 성장의 기대를 가진 것이 동료와 상사의 지원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반대로 상

사나 동료의 지원이 훈련업무에 대한 내적 흥미와 성장기대를 높여주지도 않는 것으로 이 두

요인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훈련가의 헌신과 직무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의 조절효과

훈련가의 헌신과 직무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자율적 직무동기의 투입으로 직무적 보상의 영향력(=0.697→=0.627)이 감소하였

으나 자율적 동기의 영향력은 급격히 증가하였다(=0.125→=0.847). 이는 자율적 직무동기를

가진 사람이 훈련가 업무로부터 직무적 보상을 느낄 때 훈련업무에 대한 내적 흥미와 자기 성

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는 직무적 보상도 주어지고 자율적 직

무동기도 높을 경우 자율적 직무동기가 헌신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

서, 자율적 직무동기를 많이 가진 훈련가를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훈련가를 선발하고 관리 및 지원하도록 관련 방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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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

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

신에 미치는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 자율적 직무

동기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업무부하의 관

계에서 유형별 보상(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이 이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구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과 유형별 보상(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의 관계에서 자율적 직무동기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구명하

고자 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기업에서 후배사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기술, 지식 및 능력

을 체계적인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 전수하도록 지정받은 S-OJT훈련가 전체이지만, 현실적

으로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고, 따라서 조사를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기업에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S-OJT훈련가 565명을 목표모집단으로 제한하였다.

조사도구는 훈련가의 헌신, 업무부하, 유형별 보상(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 자율적 직무

동기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훈련가의 헌신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헌신의

개념, 대상, 구성요인을 고찰하여 새롭게 개발하였다. 훈련가 헌신의 목적은 조직의 목적과 가

치의 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조직자체, 훈련업무, 가르치는 후배사원을 대상으로 헌신한다

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헌신대상의 목적과 가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긍정적이

고 적극적인 태도와 행위를 헌신의 구성개념으로 볼 수 있다. 태도는 헌신대상에 대하여 가지

는 마음가짐을 말하며, 행위는 헌신대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 적극적인 실천 행동

을 말한다. 따라서, 훈련가의 헌신 측정도구는 훈련가가 훈련, 가르치는 후배사원, 조직의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는 정도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행위로 측정하고

자 하였다. 각각 조직과 훈련, 가르치고 있는 후배사원에 대한 태도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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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도, 동일시하는 정도를, 행위요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주요 개념으로 구인

화 하였다. 구인별로 문항을 추출하여 문항을 개발한 후에 예비조사에서 내적일치도, 문항-전

체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의 변별력,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예비조

사 결과 최종적으로 개발된 훈련가 헌신 측정도구는 17개 문항이었으며, 본조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0.85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된 업무부하, (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 유형별 보상(물질적, 사회관계적, 직무적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 측정도구

는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도구를 활용하거나 재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

와 본조사를 통해 요인을 확인하고 내적일치도를 검토하였다. 본조사에서 나타난 이들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각각 업무부하가 0.829, 물질적 보상이 0.887, 사회관계적 보상이 0.914, 직

무적 보상이 0.842, 자율적 직무동기가 0.868 이었다.

자료수집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 온라인상에 위치한 설문

의 링크를 발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총 35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배포하여 총 260명이

응답하여 회수율은 74.2%였다. 이 중 미응답, 불성실 응답 자료 18부를 제외하고, 총 24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

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부하는 훈련가의 헌신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질적 보상, 사

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 자율적 직무동기는 헌신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자율적 직무동기 중 동일시 동기가 내재적 동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고, 유형별 보상 중에서는 직무적 보상의 영향이 가장 크고,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변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업무부하와 자

율적 직무동기는 헌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직무적 보상,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만이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은 업무부하가 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의 크기는 직무적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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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고,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율적 직무동기는 물질적 보상, 직무적 보상이 훈련가의 헌신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

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관계적 보상과 헌신에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직무동기의 투입으로 물질적 보상과 직무적 보상이 헌신에 미치는 영향이 줄

어들었고, 직무적 보상의 경우 자율적 직무동기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

냈다.

2.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부담은 헌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업무에 대한 양적 부담, 시간적

압박감 등은 훈련가가 조직과 훈련업무, 후배사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훈련가의 헌신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업무량을 줄여주

고, 업무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회사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 지원

정책의 하나로 기업이나 정부는 훈련가에 대해서 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현장훈련은 훈련계획서의 작성, 훈련준비, 훈련의 실시, 훈

련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훈련은 계획서나 교재, 충분한 도구가 없이 구두

로만 이루어져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훈련가는 스트레스나 직무소

진 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직의도가 생겨 숙련인력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훈련가를 지정할 때, 이들이 출장업무나 생산일정으로부터 가급적 자유롭게 하거나, 훈련

준비를 위한 시간을 업무계획에 포함하여 훈련준비 시간을 인정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배정하

는 등 업무를 감소시켜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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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물질적 보상은 헌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업무부하와 헌신의 부정적인 관계를 완

화하며, 자율적 직무동기와 상호작용하여 헌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

라 물질적 보상을 충분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적 보상의 수준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숙련근로

자에게 훈련가로서의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수준의 물질적 보

상이 동반되어야 헌신의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때 교육훈련업무를 부가업무로 취급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보다 하나의 단일 직무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임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훈련가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기업과 정부가 협조하여 기업재정과

정부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훈련가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내 관리자 및 주요 직책으로 승진할 때에는 훈련가로서의 활동

경력이 큰 가산점이 되거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경험으로 설계하는 등 훈련가의 경력경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관계적 보상은 헌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업무부하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

는 조절효과를 가진다. 훈련업무는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유무형의 성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훈련에 시간이나 노력을 쏟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쉽지 않다. 현장

훈련과 훈련가 개인에 대하여 상사가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협조를 하고, 동료 및 구성원이

훈련가를 존경하고, 친밀감을 느낄 때, 훈련가는 업무부하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훈련

업무, 후배사원에 대하여 보다 헌신하므로, 훈련가에 대한 대우 개선과 기업 내 긍정적인 분위

기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직무적 보상은 훈련가의 헌신에 가장 큰 정적인 영향을 주고, 업무부하가 헌신에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완화하며, 자율적 직무동기와 상호작용하여 헌신에 더 큰 긍정

적인 영향을 주도록 조절하는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적 보상의 강화를 위하

여 훈련가가 활동함에 있어 직무의 중요성과 자율성,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가가 업무

과제의 우선순위, 추진일정, 수행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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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훈련가의 경

우 조직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기 보다는 훈련가가 일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비록 업무량이 많더라도

훈련가가 자신의 일을 가치 있게 인식하고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함

으로써 헌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가급적 많은 숙련근로자들에게 훈련가로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조직과 훈련업무의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섯째, 자율적 직무동기는 헌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자율적 직무동기가 높

을 경우 비록 물질적 보상이 적더라도 높은 헌신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훈련가가 교육훈련

업무에 대한 자기성장 기대를 더 많이 가질 경우 헌신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율적 직무동기는 헌신의 선행요소로 훈련가를 선발할 때부터 업무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신입직원을 선발하고 이들을 훈련시

키는 과정에서 일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훈련가를 선발하기보다는 직급 선임을 훈련가로 지정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훈련가의 자율적 직무동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자율적 직무동

기는 헌신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훈련가는 훈련업무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그 의욕이 타인을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보람과 흥미를 얻고, 교수활동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업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

서 훈련가를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지정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선발절차를 거쳐 훈

련가로 활동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가의 선정 과정에서 자율적인 직무동기를 충분히 가지

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면담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다. 또, 훈련가의 동일시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동일시 동기는 훈련가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인의 역량

개발과 성장가능성의 기회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내에서 승진이나 보상과 같은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될 수 있으며, 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역량에 대한 교육기

회를 자주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훈련가의 자격제

도와 관련하여, 자격제도는 훈련가가 사회 여러분야로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에 이들의 자율적 직무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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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가. 중소기업 S-OJT훈련가 헌신 유도를 위한 실무적 제언

기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 현장훈련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학습

병행제의 시행으로 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의 성패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지목받

고 있다. 교육훈련과 산업현장의 기술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 전반을 주도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훈련가의 헌

신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훈련가에 대해 훈련업무를 준비하고, 훈련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배려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가령, 주단위 혹은 월단위 등 적정 기간을 정하여 연구일(가

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훈련가가 자신의 역할을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정히 대응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로서 리프레시 휴가 등을 보장하여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연구일(가칭) 및 리프레시 휴가 등의 부여는 체계적인 현장훈련의 운영을

지원하는 법령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훈련가 스스로 그 직무의 수행이 장래에 자신의 경력개발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

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이

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는 기업현장의 체계적

인 현장훈련에 대한 중요성 등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향후 훈련가가 기업을 초월하

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또 하나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훈련가가 장기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도록 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훈련가에 대한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좋은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셋째, 기업에서 훈련가를 보다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수당의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체계적 현장훈련 기업의 훈련가에 대

하여 정부 예산으로 모두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의 소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업과의 매칭펀드 등을 조정하여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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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훈련가의 업무부하는 헌신을 떨어뜨리는데, 업무부하는 본연의 업무외에 교육훈련업무

와 기타 부수적인 업무들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훈련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직무가 연구되어 명확화 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이들에 대

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임금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훈련가의 헌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훈련가

의 헌신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업무부하와 자율적 직무동기, 물질적 보상, 사회관계적 보상,

직무적 보상을 설정하였고, 훈련가의 헌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시

사점을 얻고자 보상유형의 조절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훈련가의 헌신이 어떠한 요인

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지 완벽하게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훈련가의 전문성, 자기효능감

등의 요인들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받는지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훈련가의 업무부하, 소진,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직무요

구자원이론에서는 직무자원이 헌신과 소진,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업무부하의 결과변인으로 소진과 이직의도는 다루지 않았고, 다만 소진

의 반대개념으로 헌신을 가정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위하여 훈련가

의 설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훈련가가 이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인하였

다. 또, 훈련가가 현장업무의 긴급성과 시간 부족을 이유로 조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하는 사례도 많았다. 따라서 업무부하와 소진과 그리고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훈련가 헌신의 다양한 하위요인, 즉 헌신의 대상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헌신의 하위대상으로 훈련, 가르치는 후배사원, 조직으로 하였다. 그러나 하위

대상별로 헌신을 측정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활동 모두를 통칭하여 헌신으로 보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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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은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헌신할 수 있고, 훈련가 헌신의 대상과 구성요인은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변인이 훈련가 헌신의 하위 대상별로 서로 다른

영향관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훈련가에 대한 연구 자체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이 기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우리나라 직업교육 및 정규교육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고, 교육훈련의 효과가 커져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훈련 전반을 주도하고, 현장훈련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그 효과

에 큰 영향을 주는 훈련가의 중요성에 비하여 이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하다. 정규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교사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한 것에 비하면 훈련가, 직업훈련

교사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찾기가 어렵다. 기업의 현장훈련 여건이 아직은 열악하고, 훈련가

의 역할과 역량이 불명확하며, 근무현황, 그리고 이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 자체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은 앞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활성

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헌신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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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예비조사용 질문지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S-OJT훈련가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배사원 양성이라는 교

육훈련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직과 훈련생, 그리고 

훈련업무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지는 총 4면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

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본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응답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

득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11월  11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 나승일

석사과정 :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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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부하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기대된 일의 양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수행에 시간이 촉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귀하가 직무를 수행하는 자율적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

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내가 훈련가로 활동하는 동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훈련가로서누군가를가르치는것이재미있기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훈련가로서누군가를가르치는것이즐겁기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훈련가로서누군가를가르친다는것에보람을느끼기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훈련가로서 활동하면서 나도 무엇인가를 배우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훈련가로서활동하는것이나의역량발전에도움이되기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훈련가로서활동하는것이내자신의장래를위해바람직하기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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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회사에서 귀하에게 실시하고 있는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

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나는 훈련가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충분한 보상 혜택(수당, 인센티브 등)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더 많은 승진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근무환경(작업공간의 개선 등)이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고용안정 등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회사 구성원들은 훈련가인 나를 친밀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사는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동료들은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회사구성원들은훈련가인 나를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훈련가업무수행은인간관계를형성하거나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훈련가직무에서흥미를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훈련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전문가로 더욱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훈련가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훈련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훈련가직무수행에책임감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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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가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훈련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훈련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훈련을 잘하는 것이 훈련가의 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

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훈련을실시하면서보람과즐거움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훈련실시를통해만족감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훈련을 더 잘 실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훈련을 할 때, 열의를 다해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은 나의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부터 훈

련가로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과의원만한관계로부터만족감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이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시

간을 들여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평소 다양한 활

동을 실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우리 회사가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나에게도 중

요한일이라고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리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

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우리 회사가 체계적인 현장훈련의 실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를 수행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우리 회사가 대외적으로 우수한 기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귀하가 평소 훈련가로서의 훈련업무, 가르치는 후배사원, 소속 조직에 대해 헌신하는 

정도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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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또는 √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4년제이상) 
⑤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결혼안함)   ② 기혼(결혼함)   ③ 기타

5. 귀하의 근무부서는?  ① 사무관리직   ② 영업직   ③ 연구직   ④ 기술직
⑤ 기타(    )

6. 귀하의 전체 직장경력은?  약       년      개월

7. 귀하의 훈련교사 업무 담당 경력은?  약       년      개월

8. 귀하의 직위는?  ① 사원  ② 대리  ③과장  ④차장  ⑤부장  ⑥이사  ⑦사장

9. 귀하의 회사 규모는? 약   명

긴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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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예비조사 결과

1. 훈련가 헌신 측정도구

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훈련 후배 조직 공통성 문항제거시 Cronbach 
전체 .948

문항1 .706 .499 .864

.873

문항2 .761 .579 .855

문항3 .806 .650 .846

문항4 .860 .740 .834

문항5 .784 .614 .853

문항6 .778 .605 .853

문항7 .749 .561 .866

.878

문항8 .760 .577 .869

문항9 .892 .795 .840

문항10 .802 .643 .854

문항11 .836 .699 .845

문항12 .722 .521 .869

문항13 .902 .813 .893

.920

문항14 .851 .724 .907

문항15 .827 .684 .915

문항16 .885 .784 .902

문항17 .900 .809 .894

고유값 3.687 3.797 3.815

분산설명(%) 61.443 63.280 76.295

<부록 1-1> 훈련가 헌신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주1) 요인추출방식 : 주요인분석법,

2) 요인회전방식 : 베리멕스 법

2. 업무부하 측정도구

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요인적재량 공통성 문항제거시 Cronbach 

문항1 .825 .681 .875

.892

문항2 .817 .668 .875

문항3 .890 .792 .851

문항4 .804 .647 .879

문항5 .857 .735 .861

고유값 3.523

분산설명(%) 70.457

<부록 1-2> 업무부하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주1) 요인추출방식 : 주요인분석법,

2) 요인회적방식 : 베리멕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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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 측정도구

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물질적 사회적 직무적 공통성 문항제거시 Cronbach 

문항1 .683 .590 .887

.894

문항2 .761 .676 .879

문항3 .762 .747 .867

문항4 .824 .764 .859

문항5 .844 .769 .864

문항6 .707 .657 .840

.860

문항7 .789 .692 .829

문항8 .561 .406 .860

문항9 .801 .782 .788

문항10 .804 .810 .828

문항11 .852 .833 .851

.893

문항12 .749 .763 .864

문항13 .819 .854 .838

문항14 .701 .671 .884

문항15 .819 .696 .904

고유값 3.835 2.952 3.516

분산설명(%) 27.390 21.089 25.114

<부록 1-3> 보상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주1) 요인추출방식 : 주요인분석법

2) 요인회적방식 : 베리멕스 법

4. 자율적 직무동기 측정도구

문항
요인분석 신뢰도

내재적 동일시 공통성 문항제거시 Cronbach 

전체 .880

문항1 .929 .888 .903

.926문항2 .918 .927 .841

문항3 .864 .814 .930

문항4 .805 .744 .881

.884문항5 .916 .885 .769

문항6 .891 .821 .853

고유값 2.621 2.458

분산설명(%) 43.680 40.962

<부록 1-4> 자율적 직무동기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주1) 요인추출방식 : 주요인분석법

2) 요인회적방식 : 베리멕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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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본조사용 질문지

중소기업 S-OJT훈련가의 헌신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는 훈련가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배사원 양성이라는 교육훈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직과 훈련생, 그리고 훈련업

무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효과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지는 총 4면이며,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특성은 노출되지 않으며, 오직 연

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본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응답지는 분석할 수 없으니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

득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11월  17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지도교수 : 나승일

석사과정 :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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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음은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업무부하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기대된 일의 양은 너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달성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수행에 시간이 촉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귀하가 직무를 수행하는 자율적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

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내가 훈련가로 활동하는 동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훈련가로서누군가를가르치는것이재미있기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훈련가로서누군가를가르치는것이즐겁기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훈련가로서누군가를가르친다는것에보람을느끼기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훈련가로서 활동하면서 나도 무엇인가를 배우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훈련가로서활동하는것이나의역량발전에도움이되기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훈련가로서활동하는것이내자신의장래를위해바람직하기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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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회사에서 귀하에게 실시하고 있는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

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나는 훈련가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충분한 보상 혜택(수당, 인센티브 등)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더 많은 승진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근무환경(작업공간의 개선 등)이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고용안정 등 직업 안정성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회사 구성원들은 훈련가인 나를 친밀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상사는 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동료들은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회사구성원들은훈련가인 나를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훈련가업무수행은인간관계를형성하거나유지하는데도움이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훈련가직무에서흥미를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훈련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전문가로 더욱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훈련가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훈련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훈련가직무수행에책임감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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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가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훈련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훈련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훈련을 잘하는 것이 훈련가의 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

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훈련을 실시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훈련 실시를 통해 만족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훈련을 더 잘 실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훈련을 할 때, 열의를 다해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은 나의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부터

훈련가로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과의원만한관계로부터만족감을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이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가르치는 후배사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평소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우리 회사가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리 회사가 체계적인 현장훈련의 실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우리 회사가 대외적으로 우수한 기업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귀하가 평소 훈련가로서의 훈련업무, 가르치는 후배사원, 소속 조직에 대해 헌신하는 

정도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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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 번호에 ○또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4년제이상) 
⑤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결혼안함)   ② 기혼(결혼함)   ③ 기타

5. 귀하의 근무부서는?  ① 사무관리직   ② 영업직   ③ 연구직   ④ 기술직
⑤ 기타(    )

6. 귀하의 전체 직장경력은?  약       년      개월

7. 귀하의 훈련교사 업무 담당 경력은?  약       년      개월

8. 귀하의 직위는?  ① 사원  ② 대리  ③과장  ④차장  ⑤부장  ⑥이사  ⑦사장

9. 귀하의 회사 규모는? 약   명

긴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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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of Devotion, Work Overload, Autonomous

Work Motivation, and Reward Perceived by S-OJT Trainers in SMEs

by Cho Su Young

Thesis for Master for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13

Major Advisor : Seung Il Na,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of S-OJT trainers in SMEs

devotion and work overload, autonomous work motivation, and 3 types of reward.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565 S-OJT trainiers in SMEs. The research carried out

using a random sampling, 350 S-OJT trainer were sampled.

A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to measure variables of this study.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devotion scale, work overload scale, autonomous work motivation scale, and 3

types of reward scale.

Returned questionnaires were 260(the responding rate of 74.2%) out of 350 of which 242

were used for analysis for data cleaning. Both descriptive and inferential statistics were

employed for the data analysis. An alpha level of 0.05 was established a priori for determining

significance.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SPSS 19.0 statistics package and

Amos 6.0.

Based on the finding of the study,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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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work overload level has negative effect to the S-OJT trainer's devotion. Second, the

autonomous work motivation has positive effect to the S-OJT trainer's devotion. Third, the 3

types of reward have positive effect to the S-OJT trainer's devotion. Forth, 3 types of reward

has moderating effect between S-OJT trainer's devotion and work overload. It means each

material reward, social reward, task reward reduce the negative effect between the work

overload and devotion. Fifth, the autonomous work motivation level has moderating effect

between each material rewards, task reward and trainer's devotion. It has not moderating

effect between social reward and S-OJT trainer's devo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o increase S-OJT trainer's devotion in SMEs, the company should make an effort to

contain the preparation time for training as a regular work time not just for training time and

reduce the burden on their work.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material rewards. Material rewards affect devotion of

the trainers and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f workload on devotion, but the level of the

material rewards is low than average now, so more material rewards are needed like salary,

incentive, promotion and so 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esign job duties independently

just training and set up it as an essential career path to promotion. Also, the wage need to be

paid reasonably.

Third, to enhance the social reward, both the superior and co-worker's support is important.

So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atmosphere of respect for S-OJT trainers both in company and

society.

Forth, task reward is most effective ways to increase the devotion. When trainers feel

responsibility, importance, autonomy on their duties the task reward is increasing. So it is

important to design job duties to give them authority and autonomy that they can control their

schedule.

Fifth, the autonomy work motivation increase the devotion and lessen the material rewards

effect. It means that if the autonomy work motivation is high, when material rewards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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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otion of trainers can be high. So to enhance autonomy work motivation, especially

expectation of growth in their field with experience of trainer, more opportunities of education,

trainer qualification system and varies carrier paths of trainer are needed. Then the experts can

consider the role of trainer as a honorable and worthwhile job both in their field and society.

It is also important to select person who has the expectations of training for starting a role

from trainer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 First, more various factors need to be found affect to trainer's devot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overload, burnout and turn over intention need to be studied

near future. Third, the sub factor of the trainer's devotin, for example, the object of devotion

need to be studied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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