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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educational contents on job behavior, the effects of job behavior on 

job effectiveness and the effects of educational contents on job effectiveness were studied when 

working in the Software field.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learning workers who conducted 

the training in the IT field, and 302 vali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earch model was set up to test exploratory factor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hypothesis, and the research hypothesis was tested by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The effects of job behavior on job effectiveness were positively related to job satisfaction, 

customer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Keyword: Effects of Educational Contents, Job Behavior, Task Effect

I. Introduction

일학습병행 제도는 표현에 나타나 있듯이 일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학습병행 제도는 선진 독일, 호주, 스위스 

등의 도제 제도를 한국의 여러 가지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를 말한다. 일학습병행 훈련은 2013년 10월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만으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함에 어려움이 있어

서, 기업의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산업계 주도로 기업현장에서 훈련을 담당하는 기업현장

교사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교육훈련

과정과 현장교육에 맞춤 훈련교재에 따라 업무를 함과 동시에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이론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나서 산업계 주도

의 내부 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합격 기준에 통과 한 학습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자격 또는 학위를 주도록 하는 교육훈련제도를 말한다. 일학습병

행은 참여 기업의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 산업 계 주도로 진행되는 

자격연계형과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학연계형으로 나누어 진다.

Type
Theory class /

Practice Class
Training place

Stand-alone 

enterprise type

OJT Within the company

Off-JT Within the company

Joint training 

center type

OJT In Company

Off-JT Outside the company

Table 1. Stand-alone enterprise type and Joint training 

center type

자격연계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국가직무능력

표준(NCS)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내부 및 외부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에 통과한 학습근로자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을 말하고, 대학연계형은 대학에서 주관하여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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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맺고 필요한 일을 하면서 학위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3].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학습병행 훈련형태는 <표 1>과 

같이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이 있는데, 단독기업형은 OJT

와 Off-JT훈련을 기업이 주도하여 현장교사가 독자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훈련센터형은 OJT 훈련은 협약을 

맺은 기업에서 실시하고, Off-JT 훈련은 기업의 외부기관인 공동

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3].

Fig. 1. Support Contents

공동훈련센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한 훈련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의 일정 기준에 평가를 통과한 대학이나 기타 

교육훈련기관에 해당된다. 일과 학습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은 [그

림 1]과 같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자재나 인프라구축, 학습근로자 

모집지원에 대한 훈련비용과 수당을 국가가 제공하고 있다[4].

본 연구의 대상인 기업의 일학습병행 교육훈련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분류인 24개 전 분야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교과목도 전 훈련 분야에 걸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학습근로자들의 교육 욕구는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교육 콘텐츠도 더욱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일과 학습을 병행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요구되는 교육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객지향성의 매개변수

들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비교하여 업무효과

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 아울러 학습근로자들의 업무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신뢰성과 자아 

존중감이 있는 전문인으로 교육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일학습병행의 교육 훈련에서 학습근로자

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학습근로자들의 교육콘텐츠가 업무효과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습근로자들의 교육콘텐츠가 업무효과에 

영향이 있다면 교육과정 중에 어떤 과정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일학습병행에 대한 직무교육과 직무행

동, 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설정, 4장에서는 연구결과 

및 분석, 5장에서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논한다.

II. Related Works and Problems

2.1 OJT

OJT는 영어로 On the Job Training으로 표현되며, 직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훈련 의미는 ‘도와준다’ 와 ‘지도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의미의 OJT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기업에

서의 계획된 노력의 일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5].

Fig. 2. Difference of mentoring and OJT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업무 현장에서 신입사

원 또는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OJT교

육훈련과 멘토링이 있다. 이것의 차이점은 [그림 2]에서와 같

이 활동의 내용이다. OJT교육훈련은 직무와 연관한 지식과 기

술의 전달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와 유사한 멘

토링은 사람 사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에서 

취득한 멘토의 경험과 경력, 경륜을 전수한다.

2.2 Mentoring

멘토링(mentoring)이란 우리 사회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 1:1로 지도와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것이다. 멘토링

의 목적은 신입사원이 기업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함과 동시에 좋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신입사원은 처음에는 낮선 환경에서 잘 적응을 못함으로 인해

서, 멘토링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방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직장상사, 동료 등의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

는 방법과 직장생활의 방법도 함께 습득할 수 있다. 멘토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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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조직에 빨리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름

길’이라 할 수 있다.  멘토링은 삶에 대한 통찰과 여러 가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 여러가지 경륜이 적은 사람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다[6].

2.3. Off-JT

기업자체에서 교육훈련은 OJT교육훈련을 하는 데 반하여, 기

업의 외부에서 참여하여 교육을 받게 되는 Off-JT교육훈련을 

말한다. 물론 단독기업형의 경우에는 Off-JT훈련 교육도 기업자

체에서 실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실시 할 수도 있다.

공동훈련센터인 경우 일학습병행 훈련에서 Off-JT 교육훈

련은 직무별로 공동훈련센터에서 진행하게 된다. 수도권의 IT

분야의 공동훈련센터는 크게 대학과 협회에서 맡고 있으며, 

한양여자대학교, ICT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한성대학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디지털기업협회, 한국

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2.4. Literacy Education

일학습병행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교

육 뿐만 아니라 소양교육훈련을 포함하게 되는데, 다양한 교

육이 필요하겠지만, 학습근로자인 신입사원들에게 한국산업인

력공단에서 권고하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10개 항목에 대한 

직업기초능력의 교과목 소양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0개 교과목으로는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자기개발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

통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의 직업기초능력에 해당한다. 일학

습병행 전체 교과목 중에서 소양교육훈련은 최대 10%까지만 허

용하게 되어서 교육시간은 많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소양교육훈련보다는 실무교육훈련이 우선되어야 하고, 실무교

육훈련에 대한 교육시간을 더 많이 배정하여야 함으로, 전체 교

육훈련시간은 대부분 600시간에서 800시간 중 소양교육훈련은 

보통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를 실시하게 된다.

2.5 Job Satisfaction

직무만족의 개념은 임금과 관리, 그리고 직무내용 등에 대한 

직무조건의 정서적 반응으로 표현되어 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만족이란 의미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그에 대한 개념으로는 정신

적인 과정인 추론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한 것이므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다른 관점으로 직무만족이 정의되고 있다.

다른 의미의 직무만족은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직무환경에 

대하여 불만족 또는 만족을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조직

의 성패와 자신이 속해 있는 많은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끼치

므로 많은 학자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간적인 동기나 욕구, 가치체계에 대한 연구들

을 하게 되었다[7].

2.6. Customer Orientation

고객지향성에 대한 개념은 자신의 관점보다는 고객의 관점

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자하는 종업원 또는 

학습근로자가 고객에 대한 접근자세 및 방향이라 할 수 있다

(Brown 등, 2002). 일학습병행의 교육훈련에서 고객지향성은 

기업현장교사나 공동훈련센터의 교사가 학습근로자에 대한 서

비스나 교육훈련에 필요지원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7. Organization Commitment

조직몰입(organization commitment)에 대한 개념으로는 

조직에서의 목표와 가치관을 공유함과 동시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살아남으려는 조직구

성원의 욕구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Steers[8]의 정의

를 보다 발전시켜 조직에서의 목적 및 조직의 성과 달성에 합

당한 행동을 취하려는 조직구성원의 내재화된 규범 압력으로 

보았다. 또한 다른 의미의 조직몰입은 소속된 조직과 같은 감

정의 여러 가지 일체감을 갖은 상태로 조직의 목적 달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며, 이에 따라 조직의 일은 곧 나의 

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2][9][10].

III. Research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Setting

3.1. Research Model

본 논문에서 연구모형은 [그림 3]에서처럼 일학습병행 교

육훈련에서 학습근로자의 교육콘텐츠가 업무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직무만족, 조직몰입, 고객지향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도출되고 생성된 직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정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과 보완하

였다. 이에 필요한 교육콘텐츠로는 OJT교육훈련, Off-JT교육

훈련, 소양교육훈련 3개로 분류하였다. 학습근로자의 직무행

동으로는 조직몰입, 직무만족, 고객지향성으로 분류하였다

Literacy
education

OJT

Off-JT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Custom
Orientation 

Work 
Effect

Fig. 3.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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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에게 실시되는 교육훈련의 콘텐츠가 업무효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교육 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한 연구와, 학습근로자 교육콘텐츠가 업무효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과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어서, 문헌고찰을 토대로 일학습

병행의 학습근로자의 교육콘텐츠가 업무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영향을 연구하였다.

3.2. Research Hypothesis Setting

본 연구는 교육콘텐츠와 직무행동, 또한 직무행동과 업무효과

의 연결 관계를 뒷받침 해주는 논리가 미약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분야에서 처음 시도하여보는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에서 

언급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여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가설

을 설정 하였다.

가설 Ⅰ. 교육훈련콘텐츠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1. OJT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2. Off-JT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Ⅰ-3. 소양 교육훈련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Ⅱ. 교육훈련콘텐츠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1. OJT교육훈련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2. Off-JT교육훈련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3. 소양 교육훈련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Ⅲ. 교육훈련콘텐츠가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1. OJT교육훈련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2. Off-JT교육훈련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3. 소양교육훈련이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Ⅳ. 직무행동이 업무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1. 직무만족이 업무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2. 고객지향성이 업무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3. 조직몰입이 업무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Ⅴ. 교육훈련콘텐츠가 업무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Ⅴ-1. OJT교육훈련이 업무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Ⅴ-2. Off-JT교육훈련이 업무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Ⅴ-3. 소양교육훈련이 업무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Operational definition of research concept

직무만족의 개념은 종업원이나 학습근로자가 자신의 직무

를 평가한 결과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즐겁고도 긍정적으

로 감정상태 인 것으로, 심리적 직무만족과 보상적 직무만족

으로 나눈다[11].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개념은 학습근로자들의 직무를 달

성함과 동시에 촉진하는 것으로서 각 개인별로 직무평가를 통

하여 얻을 수 있는 즐겁고도 긍정적으로 감정상태 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황범선[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만족 문항을 <표 2>에서처럼 본 연구에 맞도록 수

정과 보완하여, 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Measurement 

variable
Survey question

Job 

Satisfaction

1.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my work environment.

2. I am paid for what I am doing.

3. I am interested in what I do.

4. I am generally satisfied with what I do.

5. I think that what I do is worth doing.

Table 2. Questionnaire for Job Satisfaction of Learning Workers

본 연구에서 조직몰입의 개념은 종업원이 조직에서 자신이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헌신하려는 의사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황범

선[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몰입 문항을 <표 3>에서처럼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일학습병행 훈련의 내용과 합당하도

록 수정과 보완하여, 5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Measurement 

variable
Survey ques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1. I feel an attachment to the organization.

2. I feel happy in my work life in the organization.

3. I feel a sense of belonging to the organization.

4. I think the organization is a meaningful 

organization for me.

5. I think that the problem of organization is the 

same as my problem.

Table 3. Measuring questions about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learning workers

본 연구에서 고객지향성의 개념은 학습근로자가 자신의 직

무와 관련해서 고객들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만족시키고자 하

는 경향 들 또는 성향으로서 고객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결정 

할 때에 도움이 되도록 조력하는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다. 이

를 측정하기 위해 황범선[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일부

를 <표 4>에서처럼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일학습병행 

훈련의 내용과 합당하도록 알맞게 수정과 보완한 5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3].

Measurement 

variable
Survey question

Customer 

orientation

1. I am trying to understand customer requirements.

2. I place the highest priority on customer interests.

3. I am trying to focus on solving the customer's 

problems.

4. I am trying to solve when there is a problem 

with the product (SW).

5. I am trying to recommend a suitable product 

(SW) to the customer.

Table 4. Measuring Questionnaire on Customer Orientation of 

Learning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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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variable Min Max average Standard Deviation why Kurtosis

Educational content

OJT 2.00 5.00 3.81 .62 -.482 .140

Off-JT 2.00 4.00 3.19 .49 -1.174 .140

Literacy education 2.00 5.00 3.68 .62 .270 .140

Job behavior

Job Satisfaction 1.00 5.00 3.45 .79 -.300 .140

Organizational Commitment 2.60 4.40 3.43 .39 .173 .140

Customer orientation 1.80 5.00 3.94 .45 -.305 .140

Work Effect 3.14 4.29 3.92 .25 -.256 .140

Table 6.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study variables

　 OJT Off-JT 
Literacy 

educati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customer 

orientation
Work Effect

OJT 1 　 　 　 　 　 　

Off-JT .057 1 　 　 　 　 　

Literacy education -.179** .202** 1 　 　 　 　

Job Satisfaction .127* .006 -.076 1 　 　 　

Organizational 

Commitment
.123* -.007 -.084 .287** 1 　 　

customer 

orientation
-.012 .052 .090 -.037 -.136* 1 　

Work Effect .065 .116* .215*** .127* -.105 .095 1

Table 7. Correlation between research variables

본 연구에서 업무효과에 대한 개념은 학습근로자가 하는 업

무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활동을 의미하

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표 5>에서처럼 

7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일학습병행 훈련의 내용에 

합당하도록 항목을 만들었다.

Measurement 

variable
Survey question

Work Effect

1. I am trying to help my job performance.

2. I endeavor to listen earnestly to the instruction 

of the corporate field teacher.

3. I am trying to find a variety of ways for my company 

to solve this when I have a business problem.

4. I am spending more time trying to get directions 

from the corporate scene teacher than to work.

5. I am trying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field 

teachers.

6. I spend a lot of time to improve my work or to 

solve my tasks to meet my customers' needs.

7. I am trying to serve faithfully for my customers.

Table 5. Questionnaire for the Effectiveness of Learning Workers

IV. Applications and Evaluation

4.1. Preliminary analysis

본 연구는 일학습병행 훈련의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 콘텐

츠가 직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행동이 업무효과에 미치

는 영향과 교육훈련콘텐츠가 업무효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영향에 대해 연구 분석하였다.

4.2. Data processing method

논문에 필요한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총 300 여부를 활용

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for Win와 22.0버전과 AMOS 22.0 

버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처리하였다.

첫째,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에 필요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교육콘텐츠, 직무행동, 업무효과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를 구하고, 상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2018년 7월 30일 ～ 9월 21일 

사이에 서울, 경기, 인천의  IT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기업

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일학습병

행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300 여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포함된 각 연구변수간

의 상관관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관계를 갖

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방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즉 교육콘텐츠의 OJT교육훈련은 직무행동의 직무만족

(r=.127, p<.05) 및 조직몰입(r=.123, p<.05)과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Off-JT교육은 업무효과(r=.116, p<.05)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직무행동의 직무만족에서는 <표 7>과 같이 업무효과

(r=.127, p<.05)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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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ions and Future Works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IT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과 학습을 병행 운영 

할 때에 OJT와 Off-JT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콘텐츠가 업무

의 직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행동이 업무의 효과에 미치

는 영향, 교육콘텐츠가 업무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

구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위하여 IT분야의 단

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형의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 훈련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 실시하였으

며, 300여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탐색적 요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였

다[13].

이번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인 

첫째, ‘학습근로자들의 교육콘텐츠가 업무효과에 실질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문제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로 나왔다. 

둘째, ‘ 학습근로자들의 교육콘텐츠가 업무효과에 영향이 

있다면 교육과정 중에 어떤 과정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한 문제에서 교육콘텐츠인 OJT교육훈련과 소양교육훈련이 업

무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Off-JT교육훈련은 업무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나왔다.

교육콘텐츠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OJT교육훈련과 

Off-JT교육훈련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소양교육훈련

은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육콘텐츠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OJT교육훈련과 

Off-JT교육훈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소양교육훈련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쳤다.

교육콘텐츠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소양교육훈련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지만, OJT교육훈련과 Off-JT교육훈련

은 고객지향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직무행동이 업무효과에 미치는 효과는 직무만족, 고객지향

성, 조직몰입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나타난 결과로는 학습근로자의 직

무행동은 교육콘텐츠가 업무효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어는 

정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효과평가

를 위한 개념적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매

개변수를 찾아낸 것에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응답자

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교육훈련콘텐츠가 직

무행동과 업무효과에 미치는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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