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 Saf. Manag. Sci. Vol. 23 No. 3 September 2021
http://dx.doi.org/10.12812/ksms.2021.23.3.047 

ISSN 1229-6783(Print)
ISSN 2288-1484(Online) 47

상생형 스마트팩토리 교육이 중소기업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인분석

서 홍 일*·김 태 성**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학과 박사과정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

Factor Analysis on the Effect of Win-win Smart Factory 

Education on Job Satisfaction of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Hongeil Seo*·Taesung Kim**

*Ph.D. Candidate, Department of Consult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chool of Industrial Engineering,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bstract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decline in productivity due to the economic crisis in the past 

have come to recognize the smart factory as an important mean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due to the increase in labor costs, the avoidanc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resolution of the shortage of skilled manpower. The necessity of nurturing manpower for self-maintenance 

was felt through identifying factors for successful smart factory introduction by companies and providing 

smart factory education. Therefore, the effects of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operational competency on 

self-efficacy as a parameter and self-efficacy as a parameter were analyzed using research models and 

hypotheses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n effect between job satisfaction as a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operational competency and self-efficacy as 

parameters, as well as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operational competenc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ontinuous education and innovation activities are important in order to increase the business 

performance of companies, and through this, the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of SMEs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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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

공지능 등의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기업의 스마트화가 글

로벌 경쟁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대

두되고 있으며,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미래 제조산업 혁신의 핵심전략으

로 보고 추진중에 있다[11]. 과거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

한 생산성 하락을 경험한 주요 제조업 선진국들은 인건비 

상승, 제조업의 기피현상, 숙련인력의 부족 문제해결, 자

국내 제조업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기존의 

제조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Smart Factory를 인식하게 되었다[7]. 

2010년대 초부터 독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Smart 

Factory 구축에 참여하면서 디지털로 전환 성과를 이루

었고, 최근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15]. 한국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강도 

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 역량강화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Smart Factory 보급·확산을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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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2017년)하였고, Smart Factory 확산·고도

화 전략(2018년)’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 Smart 

Factory 3만개 구축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이는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제조산업 역량 강화 정책이 Smart 

Factory 보급·확산에 사실상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

음을 의미한다[9]. 

국내 10인 이상 제조기업은 약 6,700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만 2,660곳이 Smart Factory 추진했고, 

2020년은 7,139개로 많이 보급 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 

대비 스마트 제조산업으로 참여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14]. 이러한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Smart Factory 이해 

부족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많은 기업에서 Smart Factory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Smart Factory의 기술적 도입 그 자체에만 머무르고 있

고, 도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는 Smart Factory를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것인지에 대

한 이해와 경영 전반의 전략수립 부재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im[4]은 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전환의 궁극적 목표가 

디지털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 창출에 있다고 한다면, 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 전

환은 자동화 솔루션의 도입으로만 얻어질 수 없으며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서 생산 시스템의 개선에 이르

는 기업 전반에 걸친 경영 전략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검토사항은 스마트 제조산업의 전환

은 고용과 훈련, 직무 역량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스마트 제조의 전환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잡성

을 가진 작업 공간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지속

적인 교육과 전문성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요건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시의 적절

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경영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Acatech, 2016). 

독일의 Industry 4.0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한 

Kagermann(2013) 역시도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

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개발을 Industry 4.0의 성

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교육에 많은 투

자를 하고 있다. 본 연 구는 4차 산업혁 명의 패러다임에서 

기업의 성과를 이끄는 성공적인 Smart Factory 도입을 위

해 요구되는 핵심 성공요인을 규명하고, Smart Factory 

도입을 위한 대·중소 상생형 Smart Factroy 구축지원 

사업1)[16]을 위한 교육훈련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 첫째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Smart Factory 

아카데미 교육이 Smart Factory 도입후에 중소기업 스스

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방법을 연구하였고, 둘

째는 첫 번째 모형의 독립변수 교육훈련만족도와 운영역

량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

이 신뢰도와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

로 독립변수인 교육훈련만족도와 운영역량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를 참조하여 Smart Factory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향

2.1 Smart Factory 개념

Smart Factory는 제조를 진행하면서 수집되는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조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

드는 것이다. Smart Factory는 제조를 위한 모든 체계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서는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센서의 개발이 시급하다. 

Lee and Leem[6]은 Smart Factory가 필요해지는 주요 

요인은 인력부족(고령화, 저출산, 전문인력), 제조산업 기

피, 고객의 니즈에 대한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과 최적화 

생산 및 원가 절감 등이 있다. 

주로 Smart Factory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사용자

와 기계 또는 제품 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기기와 기기 간 서로 더 많은 정보를 교환하여 제품 생산

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된다. 제조 현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조공정을 좀 더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모듈별로 각각의 독립적인 동작과 제어를 통해 인식하여 

시스템으로 현재의 제조공정을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2.2 교육의 문제점과 방안

정부는 Smart Factory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보다는 Smart Factory 구축을 정량

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Smart Factory 구

1) 대중소 상생형 Smart Factory 구축지원 사업은 정부 주도의 Smart Factory 보급․확산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관의 협력을 통해 대․중
소기업 동반성장 및 민간의 자발적인 Smart Factory 확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Smart Factory 구축을 희망하는 중

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의 스마트 제조현장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지자체와 대기업이 함께 구축 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이 실질

적인 Smart Factory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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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집중된 나머지 실질적으로 Smart Factory를 운영 

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해 도입 

효과 제고에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교육 수요파악

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대기업 위주의 교육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맞는 교육 목표도 명확하지 않다. 

Smart Factory에 관심은 많은데 Smart Factory가 뭔

지, 도입하고 나면 중소기업에는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지 몰라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은 

Smart Factory를 이해하고 도입 결정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Smart 

Factory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족하

고, 또 Smart Factory를 통해 어떤 성과를 중소기업에 증

대시킬 수 있는지 확신할 수도 없다. 

그래서 Smart Factory를 이해하고 자신의 제조 현장

에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컨설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많은 관련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적용 가능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지역별·시간별 제약

으로 교육 접근에도 어려움이 있어 교육에서 소외된 중소

기업들도 많다[8]. 

Smart Factory 도입 결정을 하고 추진 중인 중소기업

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결정한 중소기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도 있다. 어떻게 디자인하고 도입해야 하는

지도 문제이나 현재 심각한 문제는 도입하고 난 이후에 어

떻게 스스로 운용하며 유지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지, 도입 후 수반되는 변화는 어

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도입

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많으며, 중

소기업의 교육 접근성도 또한 제한적이다. Smart Factory 

구축과 기대효과를 확인하고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제공도 미흡하다. 

대부분의 교육도 off-line 중심으로 생산에 지장을 주

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생산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이 

없어 중소기업들은 교육 참여 기회 또한 제한적이며, 중소

기업의 다양한 업종별·특성별 교육 수요 파악을 할 수 있

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면 지금보다 Smart Factory 도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구축과정이나 구축 후의 운용에서도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2]. 

2.3 Smart Factory 인력양성

2.3.1 인력양성 현황

Smart Factory 도입과 도입후에 스스로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며 그 외 따른 인력양

성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 제조혁

신 전문 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하에 신규인력육

성과 재직자 직무전환, 이 두 가지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신규인력은 Smart Factory 거점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Smart Factory 전문 학사

과정, 산학융합지구 내에 전문 인력 양성센터를 중심으로 

신규인력이 양성되고 있고, AI와 로봇 등 Smart Factory 

관련학과 신설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거점대학 중

심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도 육성되고 있다. 

둘째, 정부가 기존 현장인력의 스마트화를 위해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실습전용 교육장인 

Smart Factory 배움터의 확대이다. Smart Factory 도입

을 위한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9년까지 기축

된 Smart Factory 배움터는 3개소이며, 이를 전국 지역

별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6만명의 인력을 재교육·훈

련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Smart Factory 배움터에서는 실제 기업 현장에서 사

용되는 범용설비를 활용하여 전 공정을 스마트화한 공장

으로 IoT, 센서 등을 적용한 패키지 제작 및 AR·VR 등

의 직접 체험이 가능한 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실제공장을 

가상의 공간에 구현하여 빅 데이터 분석도 가능하다[13]. 

기업의 현장인력을 스마트 제조를 위한 운영인력으로 직

무 전환을 위한 교육은 중소기업연수원과 경북창조경제혁

신센터(Smart Factory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중소기업연수원 220개 교육은 Smart Factory 배움터 

관련 교육 148개, 요소기술 교육 72개로 구성되어 있고, 

Smart Factory 도입수준에 따라 Smart Factory 도입·

운영 및 관리·생산 기술을 5대 분야로 분류하여 Smart 

Factory 인력양성 교육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연수원, 

2019)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2016년부터 고용노

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으로 대·중소 상생

형 Smart Factory 구축전략과 연계하여 전국의 중소·중

견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5개 과정 1,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있다[7].

2.3.2 Smart Factory 교육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Smart Factory 교육은 중소벤

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주)가 추진하고 있

는‘대·중소 상생형 Smart Factory 구축사업’과 연계하

여 교육을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로드맵은 3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기본 갖추기(현장혁신)로 Smart Factory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제조현장의 기본 갖추기가 이



50 상생형 스마트팩토리 교육이 중소기업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인분석 서 홍 일·김 태 성

루어져야 한다. 삼성전자 기술멘토가 중소기업에 파견하

여 현장혁신활동과 혁신조직구성 그리고 교육체계 구축 

등 컨설팅을 진행하며, 기업은 현장혁신 관련분야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2단계는 시스템 구축(MES/ERP 등)부분으로 삼성전

자 기술멘토가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System 구축 관련하

여 Data 집계·통계·관리 인프라 구축을 컨설팅하고, 기

업은 System 관련분야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3단계는 

자동화 연계 지능화 부분으로 삼성전자 기술멘토가 중소

기업에 파견하여 자동화 연계 지능화 컨설팅을 하고 기업

은 자동화 관련 교육에 참석을 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삼성 제조기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를 위해 20년 이상 삼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조기술 

전문가와 Smart Factory 구축 지원사업의 삼성전자 멘토

를 강사로 초빙하여 중기부와 삼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Smart Factory 구축지원 사업과 연계한 사례중심 

교육, Smart Factory화 된 삼성전자 제조현장과 기 구축

한 우수기업을 방문하여 체험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Smart Factory 구축 로드맵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하고 있다.

2.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캐나다 심리학자인 

Albert Bandura(1986)가 제시한 개념으로 어떤 상황

에서 특정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

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신념으로 정의되며(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자체를 

의미하기 보다 자신의 역량을 어느 정도로 발휘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의미하며, 개인의 능력과 성과

간의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lbert 

Bandura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을 효능기대와 결과기대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효능기대는 개인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는 기대와 신념을 말하며, 결과기대는 어떤 행동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개인적 평가로 행위와 결과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말한다. Albert Bandura의 자

기효능감 이론에 기초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개인의 자기

효능감이 개인의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1].

2.5 직무만족

2.5.1 직무만족의 개념

직무만족이란 사람들이 주어진 직무에서 그 일을 수행

하면서 갖게 되는 만족 혹은 어느 정도의 느낌이다. 그래

서, 직무만족은 주관적인 심리나 의식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직무만족의 본질적인 측면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의 태도이다. 교육훈련을 통하여 미리 습득된 

정보, 기술, 태도 등은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이 적은 시

간과 노력으로도 맡겨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

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직무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한

다(Lee, 2017)[12].

기업은 그 집단에 속한 직원이 더 좋은 작업이나 표현을 

원하면 보다 나은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직무만족이 기업뿐만 아

니라 어느 조직에서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의 운영

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직무만족

이 왜 조직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하는 영역중에 하나인지

를 알 수가 있다. 

직무만족에 대해 정의한 논문은 많지만, 그래도 자주 인

용되는 것은 Compbell(1970)이 정의 내린 직무만족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회사에 속한 직원이 어떠한 직무에 대

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인이든 생각이나 태도이며, 개인

의 심리상태이기도 하다[10]. Locke (1976)는 직무만족

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의 정서적인 반응일 수 있고, 그것

은 개인의 중요한 직무 가치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종업원의 직무만족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직무의 보

수에 대한 현실적인 느낌과 기대치를 비교한 것이다. 

2.5.2 직무만족의 필요성

개인과 조직의 입장에서 직무만족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ong[5]은 첫째. 직무만족에 대한 판단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직장은 깨어있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직장에서의 삶은 보다 행복하고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원한다. 둘째. 정신건강이 중요하다. 개인의 

생활에서 어떠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리고 직장

에서 상사와 관계가 좋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은 가정생활

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신체건강적인 

측면이다.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오래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각종 질병으로 전이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기업의 CEO/CIO들은 직무만

족이 기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서 경영

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직무만족감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직의 기업성과에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여

하며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3].

2.5.3 교육훈련의 직무만족간의 관계

Lee[12]는 교육훈련의 목적은 조직 구성원이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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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등을 

습득하고 향상시켜 조직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성장 발전

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훈련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어운태(1992)는 

직원의 측면에서 교육훈련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인재

육성과 조직구성원의 만족감 증진을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기업내 교육훈련은 학교교육과 달리 단편적인 기술 

습득이나 지식의 함양의 차원을 넘어서 직원의 정서적, 심

리적 안정 등 직무만족의 요인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는 직위와 연령이 많을수록 

요구가 크고,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이 있어서는 직위와 수

입이 높을수록 크다고 하였다. 또한,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요인에는 교육훈련만족, 직위, 교육훈련 요구 순

이라고 하였다(장옥, 2012, 재인용)[17].

2.6 연구방향

앞에서 기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 상생형 Smart 

Factory 도입에 따른 교육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Smart Factory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

해하였고, Smart Factory 교육의 문제점과 방안들을 연

구하여 서술하였다. 이에, Smart Factory 인력양성을 위

한 관련 현황과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들의 현황도 연구하

였다.

선행연구를 토데로 자기효능감 그리고 직무만족의 개

념과 필요성, 교육훈련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대·중소 상생형 Smart 

Factory 도입에 따른 교육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요인들

이 변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

고자 한다. 

3. 표본의 구성 및 가설검정

3.1 설문의 구성

본 설문의 구성은 <Table 1>과 연구목적에 따라 크

게 4가지 영역과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구

성은 독립변수인 교육훈련만족도와 운영역량으로 Smart 

Factory 아카데미 교육훈련에 관한 질문으로 교육인프

라 구축과 환경, 그리고 강사의 만족도, 그리고 Smart 

Factory 도입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

훈련 내용이 Smart Factory 도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육훈련 내용을 활용하면 Smart 

Factory 유지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향상에 대한 질문으

로 각각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하고 변수는 Likert 5점 척

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1> Survey Configuration

division The details Metrics source

independent

variable

Training 

Satisfaction
5

Tae-Geun Yoo

(2005)

Operation 

Capability
5

Cheong-seop Cheon

(2005)

dependent

variable

Job 

Satisfaction
6

Jeong-taek Kim

(2008)

parameter Self-Efficacy 5
Soon-woo Lee

(2014)

control

variable

sex, age, educational background, job, years 

of service, position

둘째 구성은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관한 질문으로 직

무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직무는 나에게 흥미를 느끼

며, 직무에 만족하며, 직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6가지 문항으로 구성하고 변수는 Likert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세 번째 구성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관한 질문으

로 교육 후 Smart Factory 도입을 위한 업무수행에 자질

이 있다는 생각하는지, 나의 주어진 업무는 모두 본인의 

능력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Smart Factory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을거라는 자신감

이 있는지, 그리고 Smart Factory 교육훈련을 마친 후 업

무성과를 교육 전 보다 많이 향상시키려고 노력 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5가지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네 번째 구성은 통제변수로 Smart Factory 아카데미 

교육 참석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으로 성별, 연령, 학력, 담당업무, 근속년수, 직위 6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3.2 연구의 모형과 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 상생형 

Smart Factory 도입에 따른 교육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에 있어, Smart Factory 교육에 참석한 후 교

육훈련 만족도와 Smart Factory 운영역량이 중소기업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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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직

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로 분석하

였다. 독립변수인 교육훈련 만족도와 운영역량이 매개 변

수인 자기효능감에 주는 영향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기효

능감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Self 
Efficacy

Training
Satisfaction

Operation
Capability

Job
Satisfaction

[Figure 1] Research Model 

연구가설 1 : Smart Factory 교육훈련 만족도가 자기효

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 Smart Factory 운영역량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 Smart Factory 교육훈련 만족도가 직무만

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 Smart Factory 운영역량은 직무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 : Smart Factory 교육훈련 만족도와 운영역

량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3.3 표본특성

본 연구를 위해 2020년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아카

데미 교육 참석자에게 설문을 배포 회수한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2020년 3월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집체

교육이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하여 많은 데이터를 활

용하지 못하고 일부 실습을 활용한 집체교육 참석자 135

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35명중 남녀 비율은 94.8%와 

5.2%이며, 연령은 26~35세가 54.8%, 학력은 대졸이 

44.4%, 담당업무는 생산(제조)가 63.4%로 가장 많이 참

석 하였다. 근무연수는 10~20년이 33.3%로 나타났고, 

직책은 과장 25.2%, 대리 21.5%로 나타났다. 설문내용은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2> Survey Contents

Factors Survey contents

Training

Satisfaction

Classrooms and training rooms were suitable 

for education

The instructor showed vitality and 

enthusiasm for teaching.

The instructor motivates the students to 

actively participate

The pace of the instructor's training was 

appropriate.

Operation

Capability

I think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are valuable to our company

I believe that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can be used for decision-making

If you use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your job performance will be 

improved

The content I received is directly related to 

my work

When a problem arises in the cont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it can be resolved

Self

Efficacy

I think I am qualified for my work

I can do all my assigned tasks with my own 

abilities.

I am confident that I can put what I have 

learned in education to good use in difficult 

situations.

I believe in my ability to use new directives 

in my work.

Job

Satisfaction

My job is something that gives me a sense 

of accomplishment

I am interested in my job

I am satisfied with my job

I feel like our company's problems are mine

Our company means a lot to me

4. 분석결과

4.1 신뢰도 및 타당성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설문 검증을 위해서 설정한 각 요인을 측정하

기 위해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하였다. 먼저, 자기효

능감의 측정변수와 자기효능감의 영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훈련 만족도와 Smart Factory 운영역량으로 구분하

고 각각의 측정변수에 대해 통계 패키지인 SPSS를 활용

하여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 

알파(α) 값을 산출하여 모두 기준(0.7) 이상으로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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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검정하였고,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주성분법과 베리멕스법을 적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요인적재량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베리맥스법을 사용하고 요인 적재값 0.5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한 결과 <Table 3>과 같이 KMO 값이 0.871로 0.6 

이상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0.000으

로 P < 0.01로 유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 항의 총 누적분산은 69.25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Table 3>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results

Factors
Measurement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Training

Satisfaction

Training facility 0.577

0.81
Enthusiasm 0.801

Motivation 0.854

Understanding 0.755

Operation

Capability

Value 0.668

0.879

Deision 0.780

Work ability 0.604

Relevance 0.772

Solving ability 0.828

Self

Efficacy

Performance 0.657

0.850
Ability 0.807

Confidence 0.714

Ability to use 0.635

Job

Satisfaction

Achievement 0.787

0.843

Interest 0.735

Job satisfaction 0.761

Loyalty 0.644

Company

satisfaction
0.791

KMO(Kaiser Meyer-Olkin) 0.871

Bartlett’s Sphericity Test

Chi-Square 1509.92

df(P) 153

P-value 0.000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69.250

4.2 연구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정하기 위

해 SPSS를 활용하여 독립변수인 교육훈련 만족도와 

Smart Factory 운영역량이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그리

고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상관관계를 분

석하고 검정하였다.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이 나타

났으며, 변수간 Pearson 상관계수가 0.488에서 0.691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상관계수의 유의확률(양쪽)은 

P <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Matrix

Factors TS OC SE JS

TS

Pearson CC 1 .530** .531** .488**

P-Value 　 .000 .000 .000

N 135 135 135 135

OC

Pearson CC .530** 1 .687** .546**

P-Value .000 　 .000 .000

N 135 135 135 135

SE

Pearson CC .531** .687** 1 .691**

P-Value .000 .000 　 .000

N 135 135 135 135

JS

Pearson CC .488** .546** .691** 1

P-Value .000 .000 .000 　

N 135 135 135 135

* TR : Training Satisfaction, OC : Operation Capability,

SE : Self Efficacy, JS : Job Satisfaction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은 <Table 5>

와 같이 나타났다. CMIN/DF은 2이하 양호, 3이하는 수용

으로 당초 2.121로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적합도를 활용하

여 수정한 결과 1.823이 되어 판단기준인 3이하로 대체로 

적합한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절대적합지수인 RMR의 

판단기준은 0.05이하로 당초 0.04에서 수정한 결과 

0.038로 적합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절대적합지수 GFI, 

AGFI 판단기준은 0.9 이상이지만 모두 0.9는 다소 미치

지 못했지만 모두 적합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Table 5>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

Factors
Fitness Index

Before After

CMIN(χ2) 273.637 228.500

CMIN/DF 2.121 1.823

RMR 0.040 0.038

GFI 0.825 0.848

AGFI 0.768 0.792

NFI 0.828 0.856

IFI 0.796 0.929

CFI 0.899 0.928

RMSEA 0.843 0.079

절대적합지수 RMSEA 기준은 0.08이하로 당초모형 

0.843이었으나 수정모형은 0.079로 적합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증분적합지수인 NFI, IFI, CFI 모두 판단기준은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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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IFI, CFI는 판단기준에 적합하지만 NFI는 당초

모형은 0.828로 판단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정한 결과 

0.856으로 검정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4.3 가설검정 결과

AMOS 구조방정식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Smart Factory 도입을 위한 교육훈련 만족도는 자기효능

감과 직무만족에 대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운영역량과 직무만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Smart 

Factory 운영역량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

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다. 설정한 가설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Result of hypothesis testing of structural model

Division Estimate S.E C.R P-Value

H1 TR→SE 0.248 0.148 1.675 0.094

H2 OC→SE 0.552 0.097 5.714 ***

H3 TR→JS 0.171 0.165 1.037 0.300

H4 OC→JS 0.092 0.13 0.706 0.480

H5 SE→JS 0.677 0.157 4.306 ***

*p<0.001,TR : Training Satisfaction, OC : Operation Capability, 
SE : Self Efficacy, JS : Job Satisfaction

연구가설 1 : 교육훈련 만족도가 자기효능감 연구가설이 

기각되어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 : 기각

연구가설 2 : 운영역량은 자기효능감 연구가설이 채택되

어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채택

연구가설 3 : 교육훈련 만족도가 직무만족 연구가설이 기

각되어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 : 기각

연구가설 4 : 운영역량은 직무만족 연구가설이 기각되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 기각

연구가설 5 : 교육훈련 만족도와 운영역량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기효능감

은 매개효과가 채택되어 영향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채택

5. 결 론 

본 연구는 Smart Factory 도입에 따른 도입기업의 직

무만족을 연구함에 있어 Smart Factory 도입의 세부 측

정변수들과 Smart Factory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 양성으

로 교육훈련 만족도와 Smart Factory 운영역량을 측정변

수들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Smart Factory 도

입을 위한 본 연구가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Smart Factory 도입과 자기효능감이 중소기업 직원들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Smart Factory 교육이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 되었지만, 교육훈련 만족도

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결과 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의 영향에 미치는 완전 매

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Smart Factory 운영역량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분석결과 운영역량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

고 직무만족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mart Factory 운영역량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

업 내부의 역량이기에 자체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Smart Factory의 지속

적인 운영상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회의체 운영과 전

담인력 교육훈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게 되

었다. 마지막으로, Smart Factory 도입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

전 Smart Factory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혁신활동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기업 제조경쟁력

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mart Factory 교육훈련 만족도와 운

영역량이 직무만족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향후에는 Smart Factory 도입 후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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