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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 사내 교육훈련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훈련 활용도와 참여형 실습시간 충분도였으며 직무대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사내 교육훈련의 품질, 교육훈련 활용도, 실습시간 충분도로 나타났다. 향후 지속적 교육훈련 참여 의지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훈련 정보 접근성, 교육장 위치 및 교육 환경, 실습시간 충분도로 나타났으며 여성과 생산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의지가 높았고 20대, 3-5년 근속 근로자의 교육훈련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사내 교육훈련이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으로써 사내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요인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중소기업, 교육훈련, 직무만족, 직무성과, 직무대응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small businessess on improving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The study results showed availability of training and sufficientness of practice 
hours affected job satisfaction, quality & availability of training and sufficientness of practice hours affected job 
responsiveness, information accessability of training, training place & facility and sufficientness of practice 
hours affecte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raining. Women and procuction worker had higher willingness to 
learn, yet who are in their 20s and continuously worked for 3-5 years had lower training satisfaction so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it.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exploring effective factors to enhance 
company training  performance and verified th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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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로벌 경쟁이 심

화되어 기업 경기가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

운데 기업에서는 불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의 낭비를 해소

하고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기업성과 향상

에 실질 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 인 교육훈련을 추구하

는 경향이 두되고 있다.

특히 소기업은 기업에 비해 업무 담당자의 수가 

어 교육훈련에 따른 공백을 체할 인원이 부족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싶어도 체계 으로 리할 역량과 

인력 한 부족하며 재정 으로도 교육훈련을 충분히 지

원할 만큼 여유가 없어 장기 인 인 자원개발을 목표

로 투자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

다(노무종, 2011)[1].

이 듯 일선의 소기업들은 교육훈련의 요성을 인

식하면서도 효과 이고 체계 인 교육훈련을 제 로 운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무

만족과 직무성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측정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기업 사내 교육훈련 참여자의 

평가  인식이 직무만족  직무성과 향상에 미치는 

향력을 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사내 교육훈련 참여가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

상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내 교육훈련 참여가 직무 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가?

셋째, 사내 교육훈련 참여가 향후 지속 인 교육훈련 

참여 의지를 갖는 데 동기부여하는가?

2. 이론적 배경

기업에서의 교육훈련은 교육 상인 근로자의 업무에

의 용과 련시켜 보았을 때 개인의 재 업무와 련 

있는 학습인 훈련(Training), 개인이 비하는 한정된 업

무와 련된 학습인 교육(Education), 개인  조직의 일

반 인 성장을 한 학습인 개발(Development)의 측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궁극 인 실행 목 이

자 이를 모두 포 하는 개념은 인 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로, ‘업무성과 향상  성장의 가

능성을 제고하기 하여 일정 시간 내에 실행되는 계획

인 학습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Nadler, 1989)[2].

기업의 교육훈련 로그램은 교육목 에 따라 교육훈

련, 경력개발, 조직개발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업 

내의 교육훈련은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 구성원을 조직

의 일원으로 인식시켜 기업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

을 향상시키는 데 목 이 있으며 통제된 학습 상황에서 

단기간의 학습 효율 향상을 기 할 수 있으나 비용이나 

교수자 심 훈련으로 자기주도학습에 한 동기유발이 

어려운 단 이 있다. 경력개발은 조직이 구성원 개개인

의 경력을 조직 내에서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조직의 목

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한 제도이며 생산성

과 효율성을 높이고 로그램 참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

으나 개개인에 합한 로그램의 구성  조직원의 참

여가 어려운 단 이 있다. 조직개발은 조직과 개인의 목

을 통합하여 개인이 조직과 더불어 만족하고 자아실

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을 두고 있으며 조직이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응하는 것을 추구하나 실제 용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이 어렵다(Mclagan, 1989)[3].

한 교육형태에 따라 장소별로는 직장 내 교육(직장 

내 훈련, 교육스텝에 의한 훈련, 문가나 외부강사에 의

한 훈련), 직장 외 교육( 견교육 훈련, 외부 교육기  훈

련)으로 나  수 있으며 상별로는 신입사원 교육(기

직무 훈련, 실무 훈련), 직자 교육(신입사원부터 리

자까지 계층별 교육훈련), 자기개발 교육(어학, 컴퓨터 

등 지도를 수반한 능력개발)로 나  수 있고, 내용별로는 

직능별(생산, 마 , 인사, 재무 등 부문별) 교육과 정신

계발 교육(자기계발 훈련, 교양 교육 등)으로 나  수 있

다(유동식, 2008)[4].

기업의 교육훈련의 효과는 각각 근로자와 경 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는 조직의 사  

정보와 직무에 한 지식을 습득하거 업무 숙련도 향상, 

직무 이해에 따라 불만족이나 이직 감소, 학습능력 유발, 

성과목표 달성  자기계발에 한 동기 부여 등의 효과

가 있으며 경 자에게는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신속하게 

처할 인재 양성, 능력평가를 통한 교육훈련 체계화  

인사고과 반 으로 개인의 능력 발  진, 개인의 성장

이 조직 발 과 연계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 다(노무종, 2011)[1].



A Study on the Effect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Small Businessess on Improving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1

본 연구에서는 소기업 사내 교육훈련에 한 참여 

근로자의 인식(교육시스템, 교육환경, 교육수 ) 3가지와 

교육성과(직무만족도, 직무 응도, 향후 교육 참여 의지) 

3가지 요인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 다.

3. 선행연구

소기업 사내 교육훈련이 직무만족  직무성과 향

상에 미치는 향 에 한 기존의 주요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박정배(2010)는 소기업 교육훈련의 교육훈련과 성

과에 한 연구에서는 종업원에 한 교육․훈련 투자의 

성과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결국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란 가설은 기각되었으나,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직무성

과도 향상됨으로써 여수 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한 체계 이지 못한 인사 리 체계와 실

질 으로 직무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교육훈련

은 결국 인 자원개발이라는 본래의 목  달성에 실패하

여 달성하지 못하고, 형식 인 교육훈련 투자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5].

주 주·조선유(2014)는 교육훈련과 성과 간의 계성

을 규명한 결과 교육훈련비는 직무만족도, 이직률, 직업

기 능력에 유의한 향을 미쳤고, 교육훈련비, 직무만족

도, 직업기 능력은 교육훈련 수행성과에 유의한 향력

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직률은 교육훈련 수

행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 한 교육

훈련비, 직무만족도, 이직률은 매출액에 향을 미쳤으

나, 직업기 능력과 교육훈련 수행성과는 매출액에 유의

한 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교육훈련과 조직수

의 성과 간에는 직무만족도, 이직률, 직업기 능력 등

의 변인들이 향을 미치므로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이들 간의 계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6].

이 민·임정연(2015)은 소제조기업 근로자의 교육

훈련 미참여 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학력과 

직 에 따라 소제조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미참여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업 내 교육훈련 제공수 이 충분하

고, 교육훈련이 직무와 연계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할 경

우,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 

한 기업 내 교육훈련 담부서가 있고, 교육훈련을 임

, 승진, 평가 등에 공식 으로 반 하는 인사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만 근로자의 교육훈련 미참여가 

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 참여도를 높이기 한 

시사 을 제공하 다[7].

기존 연구에서 소기업의 교육훈련 시스템이나 시설 

 환경, 교육내용의 난이도 등 교육훈련과 련된 인식

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향후 계속 인 교

육 참여 의지나 매출액이 아닌 직무 응성 등의 주  

성과를 측정한 연구 한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기업 사내 교육훈련의 효과를 

악하고자 교육훈련 참여가 직무만족  직무성과 향상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Fig. 1] Research Model

4.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소기업의 사내 교육훈련 참여 근로자를 

상으로 2016년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설문지를 배

포하여 총 61부를 수거하 으며 응답이 성실하지 못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 56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문항은 조사 상자의 간략한 인구통계  특성(성

별, 연령, 담당직무, 근속년수) 4문항, 사내 교육훈련 시스

템 만족도 5문항, 교육훈련 환경 만족도 5문항, 사내 교육

훈련 수  성 5문항, 직무만족도 5문항, 직무 응도 

5문항, 향후 지속 인 교육 참여 의향 5문항을 합쳐 총 34

문항을 설문하 다. 

통계 패키지로는 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량  빈도를 구하고,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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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석, 회귀분석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다.

5.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83.9%)-여성(16.1%) 순으로 남성 근로자의 

비 이 높았으며 연령은 30 (35.7%)가 가장 많고 50  

이상(16.1%)이 가장 었다. 담당직무는 생산직(73.2%)-

사무직(26.8%) 순으로 생산 련 업무 주 으며 근속년

수는 5년 이상(41.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Spec. N %

Gender
Male 47 83.9

Female 9 16.1

Age

20s 15 26.8

30s 20 35.7

40s 12 21.4

>50s 9 16.1

Job
Production 41 73.2

Office Job 15 26.8

Continuous 

Service Year

<1 Year 8 14.3

1-3 Years 10 17.9

3-5 Years 15 26.8

>5 Years 23 41.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5.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각각 3가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하여 직각회

(Varimax)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0개 문항

에서 10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으로 20개 문항이 포

함되어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분산 설명력이 약 70%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타

당성 검증을 한 KMO 측도가 .550로 한 수 이었

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역시 근사카이제곱이 

680.061(p<.000)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신뢰도 분석 결

과 역시 모든 요인의 Cronbach’s Alpha값이 0.6 이상으로 

분석에 합하게 나타났다.

Variables
Training 

System

Training 

Environ

-ment

Job 

Satisfac

-tion

Training 

Level

Job 

Respons

iveness

Will of 

Partici

-pation

Factor

1

System5 .888

System4 .828

System1 .791

System2 .628

Factor

2

Env,4 .809

Env,2 .758

Env,3 .582

Env,1 .575

Factor

3

Sat,3 .766

Sat,1 .614

Sat,2 .573

Sat,5 .534

Factor

4

Level2 .735

Level4 .664

Factor

5

Res.5 .797

Res.4 .696

Res.1 .570

Factor

6

Part.3 .874

Part.2 .631

Part.1 .475

Eigen Value 3.219 2.444 2.204 2.199 1.998 1.852

Cronbach’s 

Alpha
.802 .627 .626 .613 .675 .649

Variance(%) 16.097 28.316 39.333 50.331 60.322 69.581

KMO-Bartlett .550 / 680.061
***

***p<.001

<Table 2>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5.3 상관관계분석

상 계분석 결과 변인들 간의 상 계는 Pearson 

상 계수가 0.4 미만으로 비교  높지 않은 수 의 상

성을 보 다. p<.05 유의수 에서 유의한 상 계가 있

는 변수는 사내 교육훈련 시스템-직무만족도, 사내 교육

훈련 수 의 성-직무만족도 으며, 양(+)의 상

계를 보 다.

Categories M SD
Correlation

a b c d e f

Training System(a) 4.55 .459 1

Training 

Environment(b)
4.40 .395 .067 1

Training Level(c) 4.32 .526 .191 .045 1

Job Satisfaction(d) 4.61 .319 .286* .193 .278* 1

Job Responsiveness(e) 4.24 .401 .193 .112 .033 .058 1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raining(f)

4.29 .490 .025 -.056 .178 .053 .134 1

*p<.05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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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회귀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소 사내 교육훈련 시

스템에 한 만족도, 교육훈련 환경 만족도 , 교육훈련 내

용 수 (난이도) 성  환경 요인을 제외한 교육훈련 

시스템 만족도(p<.05, β=.231)와 교육훈련 수  성

(p<.05, β=.227)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즉, 사내 교육훈련을 직무만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

기 해서는 체계 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해 지원하

고 직 이나 경력별 수 에 합한 난이도로 교육훈련 

컨텐츠와 학습방식을 구성해야 효과가 높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시설이나 교육장, 교육시간과 같은 환경  

요소는 상 으로 덜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내 교육훈련에 한 참여 근로자의 인식이 직

무 응도와 향후 지속  교육참여 의향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 이는 짧은 기간이나 일회성 교육훈련

으로는 직무숙련도 향상과 향후 계속 인 교육훈련 참여 

의지를 높이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인 안목으로 근로자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직

즉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 내용  체계를 마련하여 

꾸 히 사내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잔차 통계량 분석 결과 Durbin-Watson 값이 순서

로 각각 2.023, 1.919, 1.976으로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공선성 진단 결과 다 공선성에도 특별히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Dependent β t R2 F VIF

Training 

System

Job Satisfaction

.231 1.784
*

.161 3.338*

1.042

Training 

Environment
.167 1.313 1.006

Training 

Level
.227 1.751* 1.039

Training 

System

Job 

Responsiveness

.188 1.359

.047 0.859

1.042

Training 

Environment
.100 .736 1.006

Training 

Level
-.008 -.054 1.039

Training 

System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raining

-.005 -.039

.036 0.644

1.042

Training 

Environment
-.064 -.467 1.006

Training 

Level
.182 1.311 1.039

*p<.05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1

한 보다 상세한 향요인 분석을 해 세부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추가 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내 교육훈련에 한 인식이 직무만족  직무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훈련 활용도

(p<.05)와 실습시간 충분도(p<.01) 다. 즉, 참여형 실습 

형태의 교육훈련과 교육훈련의 실무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ent Dependent β t R2 F VIF

Overall quality 

Job 

Satisfaction

.000 .000

.389 2.867
**

3.389

Practice chance -.281 -1.559 2.386

Availability .481 2.236* 3.411

Information 

accessability
-.047 -.254 2.487

Place & facility .189 1.240 1.711

Learning-oriented 

company culture 
-.153 -.933 1.973

Sufficientness of 

practice hours
.437 2.909** 1.664

Tutor quality -.018 -.103 2.183

Level of training .132 .895 1.603

Chance of training .123 .881 1.444

Overall quality 

Job 

Responsiven

ess

.646 3.271
**

.482 4.194***

3.389

Practice chance -.026 -.159 2.386

Availability .899 4.538* 3.411

Information 

accessability
-.257 -1.520 2.487

Place & facility .028 .202 1.711

Learning-oriented 

company culture 
-.125 -.827 1.973

Sufficientness of 

practice hours
.653 4.721

***
1.664

Tutor quality -.086 -.543 2.183

Level of training .094 .691 1.603

Chance of training -.105 -.813 1.444

Overall quality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raining 

Continuously

-.134 -.612

.364 2.578*

3.389

Practice chance -.007 -.038 2.386

Availability -.310 -1.413 3.411

Information 

accessability
.504 2.688* 2.487

Place & facility .583 3.746** 1.711

Learning-oriented 

company culture 
-.008 -.049 1.973

Sufficientness of 

practice hours
.327 2.130* 1.664

Tutor quality -.024 -.137 2.183

Level of training .076 .504 1.603

Chance of training .079 .553 1.444

*p<.05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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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응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내 교육훈련의 

품질(p<.01), 교육훈련 활용도(p<.05), 실습시간 충분도

(p<.01)로, 교육훈련의 품질, 활용성, 실습시간 비 이 높

을수록 직무 응도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쳤다.

향후 지속  교육훈련 참여 의지에 향을 미치는 요

인은 교육훈련 정보 근성(p<.05), 교육장 치  교육 

환경(p<.01), 실습시간 충분도(p<.01)로 나타나 교육훈련 

정보제공과 쾌 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 충분한 실습시

간 배정이 교육참여를 동기부여하는 데 정 인 향을 

미쳤다.

5.5 집단 간 차이분석

소기업 사내 교육훈련 참여자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해 사후분석을 포함한  분산분석(ANOVA) 실시 결과 

성별, 연령, 담당직무에 따른 교육훈련과 직무 련 인식

의 차이가 나타났다.

사내 교육훈련 수 (난이도)에 한 성 평가는 50

 이상(4.63 )이 20 (4.06 )보다 만족도가 높았고, 근

속년수가 1-3년인 집단(4.85 )이 3-5년 사이(4.32 )인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20  사원은 상 으

로 교육훈련 수 에 한 만족도가 낮으며 낮은 직 에

서 교육수 을 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만족도는 50  이상(4.88 )이 20 (4.41 ) 집단

보다 높아 년-청년 세  간 직무만족도에 차이가 나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pec. M SD F
Post 

Analysis

Training 

Level

Age

20s(a) 4.06 .544

2.933*
a<d

(Dunnett 

T3)

30s(b) 4.30 .523

40s(c) 4.50 .522

>50s(d) 4.63 .231

Contunuo

us Service 

Year

<1 Year(a) 4.44 .438

3.192*
b>c

(Scheffe)

1-3 Years(b) 4.85 .211

3-5 Years(c) 4.32 .432

>5 Years(d) 4.60 .494

Job 

Satisfaction
Age

20s(a) 4.41 .407

5.329**
a<d

(Scheffe)

30s(b) 4.68 .231

40s(c) 4.58 .246

>50s(d) 4.88 .134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raining

Gender
Male(a) 4.24 .481

5.855* -
Female(b) 4.83 .192

Position
Production(a) 4.40 .384

10.061* -
Office Job(b) 3.95 .625

*p<.05, **p<.01

<Table 6> Group Differences of the Respondents

향후 지속  교육 참여 의지는 여성(4.83 )이 남성

(4.24 )보다 높았고, 생산직(4.40 )이 사무직(3.95 )보

다 높게 나타나 여성  생산 담당 근로자의 계속  사내

교육훈련 참여 의지가 더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결론

소기업에서의 사내 교육훈련이 직무만족  직무성

과 향상에 미치는 향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훈련 

활용도(p<.05)와 실습시간 충분도(p<.01) 다. 즉, 참여

형 실습 형태의 교육훈련과 교육훈련의 실무 활용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 응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내 교육

훈련의 품질(p<.01), 교육훈련 활용도(p<.05), 실습시간 

충분도(p<.01)로, 교육훈련의 품질, 활용성, 실습시간 비

이 높을수록 직무 응도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쳤

다.

셋째, 향후 지속  교육훈련 참여 의지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교육훈련 정보 근성(p<.05), 교육장 치  

교육 환경(p<.01), 실습시간 충분도(p<.01)로 나타나 교

육훈련 정보제공과 쾌 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 충분한 

실습시간 배정이 교육참여를 동기부여하는 데 정 인 

향을 미쳤다.

한 여성과 생산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20 , 3-5년 근속 근로자의 교육훈련 만

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결론 으로 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성

과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훈련의 

활용도, 실습시간 충분도, 교육훈련의 품질, 교육훈련 정

보 근성, 시설  환경 등으로 요약된다.

즉, 효과 인 사내 교육훈련 운 을 해서는 와 같

은 요인에 보다 을 두어 체계 인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과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제안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 은 소수의 소기업을 상으로 조사하

여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성이 있다는 이며 후속 연

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기업과 교육훈련 시스템을 상으

로 조사하여 연구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A Study on the Effect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Small Businessess on Improving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5

본 연구는 소기업 사내 교육훈련이 직무만족  직

무성과 향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으로써 사내 교육훈

련의 성과를 높이기 해 효과 인 요인을 탐색하고 그 

향력을 검증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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