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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융합시대의 시장상인대학 교육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에 위치한 시장상인대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30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
한 수료들의 설문지 274부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연령으로는 50대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91명으로 많이 나왔다. 이는 소상공인의 종사하는 사람의 연령이 시니어가 많은 것으로 나
왔다. 종속변수인 교육성과는 교육으로 매출을 올랐고, 자기개발에 82.4%가 도움이 되었으며, 이 교육을 통해 창업성
공에 자신감이 증가하였고 상인대학 교육이 전체적으로 만족한 결과로 나왔다. 이 연구를 위하여 기존에 대한 시장상
인대학 선행연구와 국, 내외 기존문헌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시장상인대학 교육의 특성요인으로서 교육서비스, 변화의
도, 도전정신, 고객커뮤니케이션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과, 매개변수로 경영자금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두었다. 

주제어 :  융합시대, 융합 교육서비스, 변화의도, 도전정신, 고객커뮤니케이션, 교육성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whether market merchant college education in Convergence to  has any 
influence to the educational performance. For the purpose, 300 surveys were distributed to the ones who 
completed the course at ** city and in total 275 replies were selected out of 300. The age as of the subjects 
of this study suggests many of the most common are 91 people with more than 60 121 people 50s. This 
suggests that the age of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wners have a lot of seniors. Dependant variable of 
this study, educational performance resulted in sales increase, help in self development with 82.4%, stronger 
confidence in success of business startup,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market merchant college education. 
Advanced studies regarding market merchant college and series of domestic and overseas documents were 
referred to for this study. As trait elements for market merchant college education, educational service, change 
intention, challenge spirit, decisive factors for customer communication were derived. Along with these elements,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verifying the relationship with operational fund were established and empirical 
analysis and investigation was set as study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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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1 연구의 배경

구나 한번쯤은 창업을 생각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2004∼2013년 개인사업자 창업은 949만개 으나, 폐업 

한 793만개로 조사되었다. 이 정희 앙 학교 산업경

제학교 교수는 “창업문턱이 낮은 유통업이나 외식업에 

자 업 창업이 몰리고 있다” 며 정부가 나서서  은퇴자를 

상으로 3년 부터 창업 비를 철 히 하여 창업쏠림 

상도 막고 성공률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매년 학계와 정부는 창업을 권장하는 다양한 방

법들을 제시하고 지속 으로 새로운 고용기회창출에 기

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기업육성을 한 다양한 방법

의 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극 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어들지 않고 있으

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의[1]. 한계는 더욱 가 되고 

있어 자생 인 일자리 창출이 실히 요구된다. 사회보

장 제도와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고 1970년 [2]. 이후 

OECD 국가에서 일자리 문제가 두된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 은 “ 융합시  소상공인의 시장상인

학 교육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실증연구”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 모습과 국가정책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구함을 목 으로 한다.

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의 창업 동기는 82.6%가 “생계

유지” 로 2013년 국소상공인실태조사[3]. 에서 나타났

으며, 그 다음은 “창업을 통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는 14.3%, 기타 1.8%, 가업승계를 해서 1.3%로 순

으로 나타났다. 한 우리나라 570만 소상공인 에 27%

가 월평균 업이익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통시장 상인을 포함하여 국 소상공인에게 열악한 상황

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한 책마련이 시 하다. 

재 한민국은 일자리 창출문제의 해결책으로 창업

이 주목받고 있는 실이고 유럽연합을 심으로 하여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해결책으

로 창업이 주목받고 있는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융합시 의 소상공인을 심으로 

효율 이고 기본 인 사항으로 시장상인 학 교육성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시도해 보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이에 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1.1.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 필요한 방법으로 이론 인 부분은 기존의 

선행 연구자료, 조사문헌, 소기업 청 등, 각종 조사보고

서를 정리하 고, 설문조사는 **시 상인 학 교육생 성

인 남, 여를 표본 집단으로 하 으며 조사의 정확성을 기

하기 하여 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 다. 비조

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설문지의 용어, 배열, 문항에 한 

자료 분산을 검토하여 재정립하기 함이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표본추출방법으로 모집단을 의

미 있는 하 집단(성별 등)으로 나 고 하 집단별 정해

진 수만큼 무작 로 표본을 추출하 다.  

표본추출기간은 2014년 08월01일 ∼ 12월 12일까지 

**시 시장상인 학 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수료생을 모집

단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274부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 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으로 빈도분석과 가

치  문항의 신뢰도 그리고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

보기 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 변량분산분석 을 활용

한다. 그리고 다 회귀분석을 하기 에 상 분석을 통

하여 변수 간 상 계를 알아보고 다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성과 교육성과에 해 고찰을 할 것이다.

이상의 방법과 범 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첫째, 융합시  시장상인 학의 교육 분야에서 학문의 

이론  발 과 후속연구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융합시  시장상인 학 교육의 서비스품질이 

소상공인들에게 용된 당 성이 필요한 시 임을 실증

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성공의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창업교육, 경

자 으로 인한 학습자 만족과 학습 성과가 곧 교육성

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소상공인 교육



Study on Influence of Market Merchant College Education in Convergence Era to Educ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11

소상공인(Small traders and Enterprisers)은 소기업 

에서도 상 으로 규모가 작은 보통 5인 미만의 서비

스업, 10인 미만의 제조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말한다. 

2005년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시 의 

요구에 따라 “소상공인육성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출범하 으며 소상공인에 한 개념을 더욱 구체화 하

으며, 소상공인 교육은 국내의 교육기  심으로 창업

교육의 교과과정에 한 연구는 주로 1990년  말부터 

이루어졌다. 

소기업청의 보도자료 에서 2012년도 자 업자 600

만 시 를 맞이하여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철 히 잘 비된 교육” 만이 

안으로 보고, 국 216개 민간 교육기 과 5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총 65,000명에게 실 창업  경 개선 

교육을 실시하 다

부분의 창업은[4].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고 창업

을 성공 으로 이루기 해서는 교육이 실히 필요하다

고 강조하 다.

창업을 하기 해서는 최우선 창업자의 역량이 요

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것, 축 된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합한 아이템을 찾아 이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구체

이고 체계 인 략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5].

재 우리나라 창업교육은 보단계에 있으며 실에 

맞춰서 교육내용, 교과과정, 교육방식 변화, 로그램에 

한 연구와 지원, 교육 문가 등이 요하고 빠른 정착

을 하기 해서는 실무 인 교육이 요하다. 

 

2.2 상인대학 교육

상인 학은 시장경 진흥원의 표 인 랜드 다. 

통시장  상 가 활성화를 한 특별법 제 68조를 근

거로 소기업 청에 의해 2010년 7월1일에 설립되었으며, 

재래시장 육성을 한 특별법에서 2005년 3월에 설립된 

시장경  지원센터가 그 모태이고, 2014년1월부로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합병되었다.

통시장  상 가의 상권 활성화를 한 지원 사업

을 체계 으로 수행하여 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해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시장정

비사업  시설 화사업에 한 자문용역, 경   상

거래의 화정보화를 한 교육, 시장경 개선을 한 

자문, 상담, 지도, 시장 활성화를 한 조사. 연구. 평가, 

문화  형 시장육성사업, 통시장 활성화를 해 필

요한 기타 사업 제공 등이다.

2.3 교육서비스

1950년  이후 서비스 품질에 한 연구를 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으나, 서비스는 그 특유의 무 

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서

비스 품질에 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업이 화가 되어갈수록 서

비스 품질은 제조업체들이 애용하는 무 이탈과 마찬가지 

개념으로서 고객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성과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며[6]. 고객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wis & Booms(1983)은 서비스 품질을 고객에게 제

공된 서비스수 이 고객의 기 와 얼마나 잘 일치 되는

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고객의 기 가 일치되도록 일

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 다 [7].

교육서비스 품질의[8]. 구성요인은 Parasuraman et al. 

등 연구자들을 바탕으로 신뢰성, 확실성, 유형성, 공 감

성, 응 성의 요인으로 정의하 다.

 2.4 변화의도

변화 리란[9]. 매장에서 일어나는 한 변화를 기

업성과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리하는 것을 말한다.  실

무 으로는[10]. 새 기술을 도입하고, 규모축소, 구조조

정, 매장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더욱 근본

인 것은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 하는 것이다. 부분의 

조직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멸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

지만 여 히 변화는 성공하기 어렵고 그 과정을 잘 리

하기도 쉽지 않아서 기업들이 변화를 계획하지만 약 

30%만 성공한다.

조직이 요구하는[11].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인이나 집

단의 행동을 하게 변화시키는 모든 활동을 변화 리

(Change management)라 한다. 이러한 변화 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한 응을 통한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해서 반드시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융합시 에 빠르고 체계 으로 리하는 것은 

매장의 성장과 더불어 생존에 필수 이므로, 성공을 원

하는 기업은 체계 인 시스템과 다양한 방법의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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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여, 반드시 빠른 실행력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2.5 도전정신

도 이란 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

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정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청소년기부터 청년들

에게 불굴의 도 정신[12]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벤처창업이 1,844명당 1개로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2009

년 5월 기 으로 독일, 랑스, 국, 일본의 경우 나스닥 

상장사가 2∼6개인데 반해 이스라엘은 63개나 된다. 

조직구성원[13] 각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능력

에 비해 수 이 높거나 창의성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

여 직무를 통해 높은 성취감을 얻게 된다. 

허쯔버그(Herzberg)[14].는 책임감, 성장, 성취, 도 성 

같은 단어들이 모든 조직들에서 요하게 생각되는 단어

들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가 흥미 있고, 도 이고 

 도 을 통하여 성공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으

로 인하여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다.

2.6 고객 커뮤니케이션

커뮤니 이션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기본

이고 핵심 인 의사소통으로 과정은 크게 언어 인 요

소가 여된 물리  커뮤니 이션과 그 외에 비언어 인 

커뮤니 이션으로 구분한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정리한 심리  커뮤

니 이션의 특성에 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첫째, 

심리  커뮤니 이션은 물리  커뮤니 이션과 같이 의

사 달의 기능을 갖는다. 둘째,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표 의 강도에 따라 단호함과 확인의 정도를 조 할 수 

있으며, 심리  커뮤니 이션을 통해 해지는 비언어  

행 를 통해 잠재의식이나, 자각되지 못한 여러 가지 감

정들을 악할 수 있다. 셋째,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상황  해석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행 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매우 달라진다.

2.7 경영자금

소기업의 경 자  핵심은 자 시장에 정부가 개입

하는 것도 소기업과 련하여 소기업의 활성화와 목

표 효율성을 달성하기 하는데 그 목 이 있다고 경

자 의 개선방한에 하여 정의하 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정보화와 더불어 로벌융합

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라는 새로운 사회로 패러다임이 

크게 바 고 있다. 이에 자생력 있는 소기업에 정책지

원 수단을 집 하여 육성하고 안정  기업경 을 뒷받침

하며, 창의력과 기술력을 갖춘 소, 벤처기업을 지식 정

보화시 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있다.

2.8 교육성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15] 경제 으로 놀라운 비약  

발 을 해왔으며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엄청난 양질의 

발 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교육발 과 그 성과에 해

서는 국, 내외 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들이 많이 있었지

만 국내 교육학계 연구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심으로 

꾸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성과를[16] 심으로 하는 교육은 통 인 학교 

교육과정과는 제와 출발 이 다르다. 교육성과를 심

으로 하여 개발하는 정형화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발방법은 각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교육목 과 문화, 

성과의 활용방법과 범   교육생이 가지고 있는 인 , 

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thwell & Lindholm(1991)은 성

과 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다른 교육생이나 조직에서 규정한 특정성과의 

역량들을 벤치마킹하여 사용하는 모방  근법

(borrowed approach)이고, 둘째, 다른 조직에서 규정한 

성과역량을 벤치마킹하되 교육생이나 조직문화에 맞추

어 수정 보완하는 모방맞춤법(borrowed and tailed approach), 

셋째,  교육생의 특성에 맞는 성과와 역량을 도출하는 맞

춤법(tailed approach)이다

교육 향은 기업가정신과 상인교육, 사업할 수 있는 

풍토가 좀 더 많은 인재들을 창업의 길로 이끌고 있다. 

창조경제 시 에 융 복합 사고와 창의  기획력을 증진 

시키고 체계 인 교육을 통해 교육성과를 이루는 것은 

매우 종요하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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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설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융합시  소상공인의 시장상인 학 교육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이 모형 설정을 해 련 연구모형들을 먼  살펴본 다

음 본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의 설정

가설1. 교육서비스 품질이 교육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변화의도가 교육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도 정신이 교육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고객커뮤니 이션이 교육성과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5. 교육서비스 품질이 경 자 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6. 변화의도가 경 자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도 정신이 경 자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고객커뮤니 이션이 경 자 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9. 경 자 이 교육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자료수집

본 연구 자료는 **시 시장상인 학 수료생을 상으

로 자료를 수치화하여 흔히 통계 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해 정량조사를 하 고, 조사기간은 2014년 8

월 1일∼12월 12일까지 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마

에 흔히 사용하는 서베이법(survey method)으로 설문지

를 사용하 다. 조사 상자들과의 면담 는 집합교육시

간을 이용하여 수집하 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300부에

서 결측값이 있는 26부를 제외한, 총 274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본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

을 해서  SPSS18.0 통계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

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

성을 악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개념변수

의 타당도와 신뢰도 추정을 해 주성분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이에 덧붙여,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계를 악

하기 해서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

구의 가설검증을 한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단계  회귀 

분석방법 (hierarchi cal regression technique)을 이용하

다. 

3.4 설문의 구성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추출하 다.  상인 학 교육에 한 의식조사를 분

석하기 한 목 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목 을 달

성하기 하여 설문지 구성은 조사의 필요에 따라 7개

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내용은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

야별 설문지 구성을 보면  인구사회학  특성 분야를 제

외하고는 부 리커트(Liert) 5  척도의 문항을 설정하

다. 구체 인 분석결과는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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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People (%)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74 27.0

Professional college 118 43.1

Graduates 39 14.2

Graduate school 37 13.5

Etc 6 2.2

Revenue

Less than 1 million won 34 12.4

101 to 300 million won 155 56.6

301 to 500 million won 67 24.5

501 to 700 million won 13 4.7

701 million won or more 5 1.8

<Table 3>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N=274)

Domain Contents
Number 

of items

Quality of 

Service

Facilities and atmosphere.

 Students problem-solving,

Attendance Management,

Discomfort, The learner's needs,

Learners benefit

6

Education 

Services

Curriculum, Training content,

Expertise, Production availability,

Education, Overall satisfaction

6

Also changes

Environmental improvement  stores,  

Sales activity strategy,

Success grafting,

Merchants and cooperation,

self-development,

Changes in the degree.

6

Challenge

Environmental changes,

Positive attitude,

Store recipes development,

Competitors respond,

New promotional activities,

Strong Challenge

6

Customer 

Communication

Trying to understand the customer, 

Communication,

Identify the key elements,

The friendly attitude,

Accurate information,

Additional explanatory power

6

Educational 

achievements

Revenue enhancement,

self-development,

Success Confident,

Overall Satisfaction,

Practical usefulness,

Education and satisfaction

6

Small Business 

Market 

Corporation

Small Business Authority,

Regional centers,

Business awareness,

Consulting,

Business funds,

Whether used.

6

General 

Information

Gender, age, Education,

The average income,

Industries, career,

Market Sector

7

<Table 1>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N=274)

4. 연구결과 논의

4.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결과로 연구 상의 사회학  특성에서는 성별

과 연령을 빈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Table 2>과 같이 여성이 199명(72.6%)으로 남성 

75(27.4%)보다 많았고, 연령은 50∼59  121명(44.2%)

이었고, 60  이상 91명(33.2%), 40∼49  49명(17.9%), 

30∼39  8명(2.9%), 20∼29 가 5명(1.8%) 이었다. 이

를 50  이후로 계산하면 총 274명  212명(77.4%)로 상

인 학 교육생들의 높은 연령 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

과는 다음<Table 2>와 같다.

Categories Category People (%)

Demogr

aphic 

characte

ristics

Gender
Male 75 27.4

Female 199 72.6

age

20∼29 5 1.8

30∼39 8 2.9

40∼49 49 17.9

50∼59 121 44.2

60∼ 91 33.2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74)

  

4.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 인 특성으로 학력, 평균소득, 업종, 

경력, 마지막으로 소속시장을 학력은 고졸 118명(43.1%)

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 74명(27%), 문 졸 39명

(14.2%), 졸 37명(13.5%), 학원이상 6명(2.2%)로 나

타났다. 매출액은 101∼300만원 155명(56.6%), 301∼500

만원 67명(24.5%), 100만원미만 34명(12.4%), 501∼700만

원 13명(4.7%), 701만원이상 5명(1.8%)순으로 나타났다.  

업종으로는 패션잡화가 53명(19.3%)로 가장 많았고, 음

식 과 기타 38명(13.9%), 기타소매업 31명(11.3%) 업과 

농산물과 가공식품 29명(10.6%)로 같이 나타났으며, 가

정용품 26명(9.5%), 축산물 12명(4.4%), 수산물 10명

(3.6%), 근린생활서비스 8명(2.9%)로 가장 낮았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은 분포형태는 모집단을 표하기에 

충분하다고 단된다. 구체 인 분석결과는 다음<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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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Agricultural products 29 10.6

Livestock Products 12 4.4

Aquatic products 10 3.6

Food Processing 29 10.6

Fashion Accessories 53 19.3

Household goods 26 9.5

Restaurants 38 13.9

Other retailers 31 11.3

Neighborhood Services 8 2.9

Etc 38 13.9

Market 

Name

Dolphin Market 58 21.2

Hadaewon shopping center 47 17.2

Dandae traditional markets 52 19.0

Bank market 46 16.8

Hadaewon wholesale market 29 10.6

Kumho traditional markets 42 15.3

4.3 주요변수들의 대한 기술통계

4.3.1 교육서비스 품질

본 연구를 한 설문조사에서 시장상인 학 수료생을 

상으로 교육서비스 품질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첫째, “내가 교육받은 기 은 서비스 제공에 합한 시설

과 분 기를 갖추었다” 에 한 설문조사에서 체 응답

자 274명 에서 그 다 124명(45.3%), 보통이다 72명

(26.3%), 매우 그 다 54명(19.7%) 로 시장상인 학의 

서비스 품질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표본에서 “내가 교육받은 기 은 학습자 문제에 

한 해결책에 최선을 다했다” 는 그 다 134명(48.9%), 

보통이다 77명(28.1%),  매우 그 다 27명(9.8%)로 이 경

우를 합하면 총 238명으로 체의 86.8%로 시장상인 학

은 학습자 문제에 한 해결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셋째, “내가 교육받은 기 은 출결 리에 한 업무를 

정확하게 기록하 다”는 설문조사에서 그 다160명(58.4%), 

매우 그 다 66명(24.1%), 이 두 경우를 합하면 226명 

(82.5%)로 시장상인 학은 출결 리에 엄격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넷째, “내가 교육받은 기 은 학습자의 불편함을 극

으로 해결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그 다 126명

(46.0%), 매우 그 다 92명(33.6%)으로 이 두 경우를 합

하면 218명(79.6%)로 시장상인 학은 학습자의 불편함

을 극 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내가 교육받은 기 은 학습자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의 설문조사에서 그 다 119명(43.4%), 

매우 그 다 134명(48.9%)으로 이 두 경우를 합하면 253

명(92.3%)로 시장상인 학은 학습자의 요구를 잘 이해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내가 교육받은 기 은 학습자의 이익을 충분

히 고려하고 있다” 의 설문조사에서 매우 그 다 157명

(57.3%), 그 다 64명(23.4%)으로 이 두 경우를 합하면 

221명(80.7%)로 학습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 인 결과는<Table 4>와 같다.

Classification people (%)
Aver

age

Standard 

Deviation

Suitable 

facilities

Very Bad 6 2.2

3.74 .924

Bad 18 6.6

Normal 72 26.3

Good 124 45.3

Very Good 54 19.7

Problem 

solving

Very Bad 6 2.2

3.53 .894

Bad 30 10.9

Norma 77 28.1

Good 134 48.9

Very Good 27 9.9

Attendance 

Management

Very Bad 2 0.7

3.97 .853

Bad 23 8.4

Norma 23 8.4

Good 160 58.4

Very Good 66 24.1

Discomfort

Bad 17 6.2

4.07 .851
Norma 39 14.2

Good 126 46.0

Very Good 92 33.6

Student 

Needs

Very Bad 1 0.4

4.39 .699

Bad 4 1.5

Norma 16 5.8

Good 119 43.4

Very Good 134 48.9

Students 

benefit

Bad 8 2.9

4.35 .857
Norma 45 16.4

Good 64 23.4

Very Good 157 57.3

<Table 4> Quality Education Services     (N=274)

 

4.4 측정도구의 검정

4.4.1 잠재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각 구성개념별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서비스 품질 6개 문항, 교육서비스 6개 문항, 변

화의도 6개 문항, 도 정신 6개 문항, 고객커뮤니 이션 

6개 문항, 교육성과 6개 문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개 

문항으로 요인 재 값이 기 치에 미달되는 문항을 정

제한 후 <Table 5>와 같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고유 값 1.0 이상으로 추출된 요인은 총 6 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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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각각의 요인명은 선행연구와 같이 독립변수인 

구성요인을 교육서비스 품질, 교육서비스, 변화의도,  도

정신, 고객커뮤니 이션  종속변수로 교육성과로 명명

하 다. 표본 합도로 단하는 KMO는 0.897로 나타났

으며, 요인분석을 한 측정항목간의 상 행렬에 한 

단 행렬여부를 검증하는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결과 

=2281.248 로 df=253, 유의수  α<0.05에서 p=0.000으

로 수집된 데이터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합하다.. 

4.4.2 신뢰성 분석

신뢰성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응답자로

부터 정확하게 일 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다. 즉 동일한 개념에 하여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신뢰성을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 Chronbach’s α

(Alpha) 계수를 이용하 으며, 구체 인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N M

Factor Chron

bach’s 

α
1 2 3 4 5 6

1

1 .749 .157 .186 .062 -.077 -.125

.826

2 .733 .192 .026 -.027 .122 -.026

3 .708 .220 .107 .165 .072 .015

4 .682 -.008 .128 .213 .020 .068

5 .615 .265 .064 .075 .008 -.048

6 .605 .416 .099 .090 .118 .033

2

1 .052 .747 .055 .121 -.189 -.017

.809

2 .234 .745 .111 .087 .047 .096

3 .230 .704 .124 .044 -.093 .063

4 .411 .665 .075 .046 .033 -.181

5 .179 .640 .064 .117 .171 -.114

3

1 .099 .028 .787 .120 .149 -.106

.830
2 .211 -.001 .751 .045 .041 .075

3 .028 .102 .750 .211 -.020 .079

4 .129 .175 .694 .135 .222 -.149

4

1 .136 .380 .204 .729 .191 -.111

.7862 .226 -.127 .043 .695 -.193 .063

3 .221 .143 .392 .680 .016 -.027

4 .064 .414 .168 .676 .267 -.032

5
1 -.059 .025 .221 -.020 .714 -.052

.780
2 .251 -.073 .060 .093 .631 .186

6
1 -.075 .038 .065 -.042 -.116 .782

.7122 -.020 -.079 -.121 .012 .258 .617

Eigenvalues 6,492 2,229 1,657 1,313 1.205 1.046

Cumulative variance(%) 60.62% 

KMO = .857 , X²=2281.248 df=253, p=.000, Factor extraction method 

: Principal component,

Potation Method: Varimax a, 7 Factors rotate iteration

<Table 5> Factors latent variable stars    (N=274)

4.4.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측정변수들 간의 련성을 분석하기 하

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피

어슨 상 계수를 사용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로 커뮤니 이션, 도 , 교육, 성과, 서비스, 품질 변

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p<0.01 수 에서 유

의미한(+)의 상 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모든 변수 간의 상 계수 값은 체 으로 0.7 이상

이 되지 않아 다 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구체 인 분석

결과는 <Table 6>와 같다.

1 2 3 4 5 6

1 1 .618** .322** .444** .171** .204**

2 .618** 1 .305** .440** .057 .317**

3 .322** .305** 1 .504** .075 .183**

4 .444** .440** .504** 1 .017 .199**

5 .171** .057 .075 .017 1 .016

6 .204** .317** .183** .199** .016 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융합시  소상공인의 시장상인 학 교육 

수료생을 상으로 교육성과 에 미치는 향에 하여  

요인들을 여섯 가지로 나 어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로 상자들의 연령으로는 50 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

고 60   이상이 91명으로 많이 나왔다. 이는 소상공인의 

종사하는 사람의 연령이 시니어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응답자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101∼300만원이 155명으

로 제일 많이 나왔으며 이는 2013년도 국 소상공인 실

태조사 보고서에 월 평균 매출액이 400만원도 안 되는 소

상공인이 43.4%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수치를 보 다. 

총 매출에서 원가와 각종 세 ,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이

익 은 더욱 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융합시  종속변수인 교육성과는 교육이 매출을 올랐

음을 알 수 있었고, 자기개발에 82.4%가 도움이 되었으

며, 본 교육을 통해 창업성공에 자신감이 증가한 것으로 

상인 학 교육이 체 으로 만족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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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점

창업을 하려고 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창

업교육을 하는 곳이 차 많아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은 

국가경제 까지 흔들리는 여 로 소상공인들에게 실패를 

여주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본다. 

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경 교육을 

통해 지역경제 발 과 창업 진 발 을 통해 고용기회를 

지속시키려고 각 지역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에서 

차 한 역할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교육은 경제발 에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아

직도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실증 인 자료에 

근거해서 융합시 에 맞게 로벌 시 에 세계 으로 활

동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상인 학의 교육은 국 시장상인을 상으로 매

년 100여개의 시장상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시장

마다 교육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폭 넓은 교육으

로 소상공인 창업에 지속 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융합시  시장상인 학 교육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여

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지만 각 시장상인 학 수료생

의 기본 인 경  상태나 소상공인의 경제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상인 시장상인 학 수료생의 

직종, 직무, 근속년수 등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체를 상으로 분석하 다.  분명 시장상인 학 수료생

들의 교육 참여정도, 업무에 따라 그리고 경제활동이 여

건에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분 없이 불

특정 다수를 포 으로 근하여 분석하 다는 것에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용함에 있어서는 세

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향후 후속연구로는 세부 인 노력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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