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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업사례 연구에서 유의하게 영향 미쳤던 일터학습을 배경으로 연구 진행하게 되었다. 진위에 따라 소상공인의 일터학습 참여기회가 왜? 필요한지 밝히려 했으며, 내용을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려 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경영성과에 영향 미침을 확인하려 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일터학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려 했으며,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했고, 실증분석을 실행했다. 203부의 설문을 SPSS 18.0 통계프로그램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결과 첫 번째, 일터학습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미쳤다. 두 번째, 일터학습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직무만족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네 번째, 일터학습,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분석결과 일터학습의 하위요인 형식학습만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형식학습과 경영성과 간의 직무만족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유: 열약한 소상공인의 환경에서는 외부 또는 자체교육 등 형식학습의 참여기회를 간직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영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시각에 따른 열약한 소상공인의 환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도 일터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자력에 따른 문제해결과 상생발전 능력을 키울 성장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정책과 교육, 경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장치 제안을 위함이다. 이와 같이 유의한 내용의 연구결과임에도 불고하고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진행연구는 다양한 변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표본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학문과 연결된 실무차원의 관계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일터학습,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직무만족, 경영성과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workplace learning, which has revealed its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previous enterprise case studies. Why do small business owners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workplace learning based on authenticity? It was intended to clarify whether it was necessary and to increase the growth and development potential of small business owners based on its contents. Moreover, this study is focused on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workplace learning on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this series of process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mall enterprise workplace learning on management performance, research hypotheses were set based on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A total of 203 questionnaires were empirically analyzed using SPSS 18.0 program. As a result, first, workplace learning had parti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Second, workplace learning had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 Third, job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 Fourth, job satisfaction had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learning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among sub-factors of workplace learning, only formal learning did not affect job satisfaction and that job satisfaction did not hav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learning and management performance. According to analysis, this was because in poor small enterprise environments,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formal learning like external training or in-house training were not kept. In other words, poor small enterprise environments were plainly revealed from the managerial, economic and social standpoin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growth for them to solve problems and develop win-win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can make a contribution to policy and education, and management, by helping small enterprises keep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workplace learning. In spite of these significant study results, there can be a limitation. For improving this limitation, further research will need to target diverse fields focusing on samples, which can explain relations of many different variables. Also, working-level relation research connected to studies that can highly enhance management performance will be required. 
Key Words : workplace learning, Formal Learning, Informal Learning, job satisfaction,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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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진행한 2018년 소

상공인의 실태조사결과 “출처: 공공누리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르면 19개의 대분류 중 소상공인 주요사업체가 
11개이며, 개인: 249만개_90.8%, 법인: 25만개_9.2% 
합쳐서 274만개, 개인: 534만 명_84.5%, 법인: 98만 명
_15.5%의 종사자 수 632만 명의 비중으로 나누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통계청 소상공인 전국사업체조
사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대비 수 및 종사
자비중은 2006년부터 14년 동안 정체를 보이며, 경쟁격
화로 자영업 창업과 퇴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즉, 고
용창출 및 흡수는 소상공인의 자력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서민
경제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 즉, 사전에 준비된 창업을 
유인하여 시책을 유지하고, 경쟁력강화 및 추진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비중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열약한 환경 속 문제의식으로 인해 학습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현장업무에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의 축적은 그들의 성장과 경제력을 향상
시킬 것이다. 따라서 학습효과가 미치고 있는 선행연구를 
배경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상호작용에 의한 학습은 
일터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인과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1]. 관계적 경쟁력이 치열해지는 
소상공인은 인재발굴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경쟁에 맞설 수 있는 인재의 발굴은 시급한 상황하다[2]. 
경제흐름에 따른 경영은 조직원의 경력 등을 내세워 혁
신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3]. 뿐만 아니라 기업은 살아남
기 위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감행하
기도 한다.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
으며, 해결책을 위해 인재 발굴, 경력개발 등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4]. 경력개발을 위한 학습은 신기술, 신지식 습
득은 물론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전체의 경쟁
력을 강화시킨다[5]. 이와 같이 경력개발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는 학습과 교육이 필수라 하겠다[6]. 그러나 개
인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 중 하
나는 연령, 직급에 따라 직장인은 자기 주도적 학습에 차
이를 보였으며, 낮은 연령일수록 개인목표를 위해 성취욕
을 보였다[7]. 따라서 학습을 위한 차별화 교육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8]. 

기업은 성과향상을 위해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훈련이란 성과향상을 위한 기술, 지식 습

득과정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학습은 일방적 
형태의 학습으로 조직원이 원할 때 수행하기 어렵다. 즉, 
개인 맞춤형이 아니므로 기술과 지식전달에 오류가 있으
며, 개선 없이 진행될 경우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현장학습은 공식적인학습을 포함해서 다양한 학습이 병
행되는데, 포괄적 의미로 일터학습을 개념화 하고 있다. 
하지만, 질적 연구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변수와 변수 
또는 요인과 요인 관계를 설명하거나 모형을 제시하는 
등에 양적연구는 많이 부족하다[9]. 대기업들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체계와 구조를 갖춘 형식학습이 가능하나, 비용
과 지원의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은 형식학습에 대단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통한 일
터학습 연구사례는 좀처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을 배경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무형식학습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10]. 근래에 들어 일터학습
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일터학습을 통한 소상공인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학습
은 소상공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목표를 통해 
경영성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11]. 여기서 
표현하는 성과는 눈앞에 보이는 수치와 미래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직무에 대한 감정, 태도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12]. 인적자원개발과 인적자원관리에서 직무만족과 관
련된 일터학습은 그 이상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기업
을 중심으로 일터학습은 연구되어 왔으며, 소상공인 사례
의 연구는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선
행연구를 통해 비교할 수 있는 연구사례는 기업연구가 
배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핵심연구로 비교 가능
한 선행연구는 유럽경영저널에 실린 중국의 남부기업 학
습이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즉, 성과에 미치는 관계를 예
로 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그 연구는 중국 기업 내 학습
이 서비스품질, 직무만족에 부분적 유의함을 나타냈으며, 
직무만족은 매개역할로 부분적 유의함을 보였다[47]. 따
라서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학습수준은 경영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기업
연구, 미국 기업커머셜은행 연구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4, 26]. 이와 같이 선행
연구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일터학습은 소상공인에
게 경력과 역량개발에 핵심요인이 될 것이며, 서비스품질
과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기업선행연구를 
사례로 연구하게 되었다. 연구는 첫 번째, 일터학습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두 번째, 일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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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세 번째, 
직무만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세 
번째, 직무만족이 소상공인에 대한 일터학습과 경영성과 
사이를 매개하는지 실증 분석했다. 

연구자의 목적은 이와 같이 기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던 일터학습이 서로 다른 환경의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영향관계로 나타날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
이다. 가설에 따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게 필
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려 했으며,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시급성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지원 법률 제 3조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근거로 제안한다. 
국가는 책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종합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해야 한다. 이
와 같이 법률적 근거로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적, 제도적, 정책차원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접
근하려했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법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률(소상공인법), “[시행 2019.8.20.][법률 제 16523호, 
2019.8.20., 일부개정]”에 의하면, 제1조: (목적) 자유로
운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위하며, 경영안정에 따른 성
장을 위함이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국
민의 경제에 균형발전 이바지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정
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2조 2항으로 다
음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첫 번째. 상시 근로자 수는 10
명 미만 두 번째. 업종별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대통령이 
정한 기준으로 하며,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 
① 국가는 책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적 안정과 성장
을 위해 종합하여 지원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
공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해야 한다.

2.2 일터학습 
일터학습은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우연학습 3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형식학습(계획, 의도적, 구조화, 
목적성, 계획성, 일관성에 따른 학습이며, 철저한 강의실
을 중심으로 한다. 무형식학습은 비 강의실에서 행해지
며, 자기주도적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가 통제하는 학습이

라 했다. 예로) 기관방문, 인쇄물, 교육방송, 컴퓨터 등을 
통한 학습이다. 우연학습은 비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무
형식학습에 하위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계획적, 비
의도적인 상태 그리고 타인의 행동, 타인의 실수를 통해 
우연히 습득하는 학습을 의미한다[48]. 이런 순환과정으
로 구분되며, 현장에서 나타나는 자연학습을 등한시했다
는 문제제기로 부터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이 
주목 되었다[13]. 장소에 따라 일터학습은 형식학습-강
의실교육, 그 외 학습은-무형식학습, 우연학습으로 구별
했다[14]. “의도했느냐? 계획했느냐?” 특성에 따라 “우연
적학습(incidental learning, 무형식적학습(informal 
learning), 형식적학습(formal learning)”으로 일터학습
을 구별했다 [15]. HRD_전문가 WLP_역량 인식에 따른 
비교연구 한국과 글로벌” 에서 유연한 적응력과 평생학
습 역할모델을 위해 역량강화가 필요하다[16].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는 질적 연구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변수
와 변수 또는 요인과 요인 관계를 설명하거나 모형을 제
시하는 등 양적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적 이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중_장기적 대비 학습을 강조해왔다. 그러
나 기업과 달리 무형식학습 형태만이 현장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17]. 참고로 일터학습과 관련된 기관의 방책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정책자금, 창업진흥원 예비창업
을 위한 패키지, 초기창업을 위한패키지, 창업도약을 위
한패키지, 등 소상공인 시장신흥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컨설팅을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자로서 더
욱 체계적이며,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해 시간과 비용의 
구애를 받지 않고 투자개념으로 형식학습이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최상이겠지만, 생계형구조에 따른 소상공인들
의 열약함을 염두 한다면, 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연출
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터학습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계
획하여 상권분석, 입지분석, 경쟁력강화, 기업가정신, 
SWOT분석, 4P분석, STP, 비즈니스모델분석 등 다각적
인 포인트 교육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과정에 따라 특
허와 기술, 회계, 세무 등 깊이를 다루는 교육도 함께 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민경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및 정부기관은 소상공인의 문제점 해결과 보완을 
위해 일터학습의 보급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2.3 직무만족
직무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개인의 즐거움 즉, 감정 상

태를 의미한다. 개인의 직무에서 나타나는 심리상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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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현상을 직무만족이라 한다
[18]. 행동적(behavioral), 인지적(cognitive), 정서적
(affective) 요소에 따르며, 일관성(consistency) 또는 
정도(intensity)로 구분되고 감정의 높낮이로 만족도를 
나타낸다[19]. 즐거움을 담아 목표를 실천하며, 과정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달성한다.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직무만족은 경영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20]. 
변수와 관련한 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미침을 발견하거
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면, 목표를 위한 지침
서가 될 것이다. 진행연구의 직무만족은 수행자의 만족이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간관계이론에 기초
하고 있다[21]. 

2.4 경영성과
경영성과에 관한 정의는 기업의 대표활동을 의미한다. 

경영활동을 측정결과에 따라 경영성과로 평가한다[22]. 
경영성과는 다양한 분야로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두 가지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관계로 구분했다[23]. 일반의미로 
살펴보면, 투입요건과 산출요건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경영학적 측정에 따라 매출액, 순익률, 투자수익률, 시장
점유율, 등 수치적 수익성을 나타낼 수 있다[29]. 매출에 
따른 성장을 표현할 경우 이익의 목표와 매출액이 항목
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즉, 경영수준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양적 재무평가가 대표적인 측정방법이기도 하다
[49]. 기존 측정방법은 잠재적 경영성과를 가치평가하기
엔 무리가 있다. 재무적 이외의 방법으로 미래적 기업 가
치를 관리해야한다. 기존방식은 과거매출을 계산하는 단
기적 성과를 의미하며, 과거 지향적이다. 따라서 경쟁력
을 대비한 미래가치를 제공하기는 어렵다[52]. 기업의 규
모와 환경은 복잡한 구조로 변하고 있으며, 단순한 재무
적 평가만으론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적 평가
가치를 예측할 수 있는 비재무적 성과의 인지가 요구된
다[53].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목적으로 경영성과 
BSC(balanced score card:이하 BSC)지표를 개발했다. 
BSC는 비재무적, 재무적 지표로 구분하였다[54]. 직원의 
만족은 고객만족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며, 비재무성과
는 곳 재무성과로 이어진다[55]. 진행연구는 경영성과의 
검증을 위해 재무적, 비재적성과를 단일화로 유의성 검증
을 실행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3.1.1 일터학습과 직무만족간의 관계
현장 내 일터학습은 포괄적의미의 학습이며, 근무자 

역량결정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일터학습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기대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배경으로 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태
로 드러났다. 이렇듯 일터학습의 단절은 소상공인의 역량
과 경력개발에 문제를 나타낸다. 이런 문제의식은 경력정
체(career plateau)로 표현되기도 한다. IT 산업을 통한 
기업연구 영업사원 학습과 직무만족은 무형식학습이 영
향을 미쳤다[24]. 미국 중소기업, 커머셜은행 연구는 직
무만족에 일터학습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26]. 이처럼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기업연구를 사례
로 진행연구는 소상공인을 통해 일터학습이 직무만족에 
영향 미침을 관계적으로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일터학습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형식학습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무형식학습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1.2 직무만족과 경영성과의 관계
조직원이 미치는 행동과 태도는 기업성과를 좌우한다. 

조직의 형태변수연구에서 직무만족, 조직몰입은 중요한 
변수로 다뤄진다[27]. 관리자의 리더십과 내부마케팅의 
관계적 관리는 구성원에게 만족도를 높였으며, 경영성과
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구성원의 만족은 고객의 심리적 긍
정효과에 영향을 미쳐 경영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냈
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업의 안정화 구조로 다가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8]. 스웨덴기업의 직무만족과 경영성과 연구에
서 역시 직무만족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국내에서 연구된 소상공인 품질관리 연구
는 업무에 대한 학습수준이 높을수록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은 고객
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매출에 기여하는 효
과를 만들었다[31].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 정도에 따라 
서비스품질에 영향을 미쳤고, 고객니즈 등에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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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32, 33]. 비재무적 결과지표는 구성원의 만족, 고객의 
만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34]. 단기간에 나타나는 
성과를 재무적 성과라 하고, 장기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비재무적 성과라 한다. 두 성과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경영성과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며, 기업의 
안정화를 찾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50]. 이처럼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기업연구를 사례로 진행연구는 소상공인
을 통해 직무만족이 경영성과에 영향 미침을 관계적으로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직무만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일터학습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진행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사례를 역학 조사한 결과 이

런 순환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사례연구를 찾기
가 매우 곤란했다. 그런 연유로 유사연구 사례를 담아 연
구를 진행 하고자 했다. 현장교육에 따른 구성원의 직무
만족과, 경영성과 연구는 직무만족이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교육이 책
정되어야 한다[51]. 일터학습과 경영성과를 위한 중소기
업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만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쳤
다. 그러므로 무형식학습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인적자원 
개발관계자로 부터 학습내용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안해
야 한다고 했다[45]. 기업성과를 위한 혁신은 구성원의 
지식과 기술 유무로 결정될 수 있으며, 혁신적신제품개발 
등이 이에 속한다[46]. 이처럼 유사한 영향을 미쳤던 기
업연구를 사례로 진행연구는 소상공인을 통해 일터학습
이 경영성과에 영향 미침을 관계적으로 규명하고자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 일터학습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형식학습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무형식학습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1.4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진행연구의 부분적 목적은 직무만족이 매개역할을 하
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사례를 
통해 연구자가 역학조사 한 결과로 일터학습과 경영성과
를 매개하는 설명력 있는 사례연구를 찾기란 쉽지 않았
다. 일터학습, 경영성과 연구에서 특정변수로 인해 매개
현상이 나타날 경우, 경영성과 관리를 위해 그 변수를 주
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개변수를 검증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하겠다. 변수와 관련한 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미침을 발견하거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면, 목표를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진행연구의 직무만
족은 수행자의 만족이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간관계이론에 기초하고 있다[21]. 연구사례 요양보호
사의 서비스품질 연구는 직무만족이 매개효과를 나타냈
다[35]. 이처럼 유의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인간관계 
이론과 기업 연구사례를 배경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따라
서 소상공인을 통한 일터학습, 경영성과 간에 영향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직무만족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 직무만족은 일터학습과 경영성과 간의 매개 역할
에 따른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직무만족은 형식학습과 경영성과 간의 매개 역할에 
따른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직무만족은 무형식학습과 경영성과 간의 매개 역할
에 따른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진행연구는 독립변수_일터학습, 매개변수_직무만족, 
종속변수_경영성과로 변수를 확립했다. 변수설정은 연관
된 선행연구의 이론을 근거로 했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세심한 고찰 그리고 결과에 따른 기반으로 연구방향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연구목적에 따라 7개의 가설로 Fig. 
1의 연구모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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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4.1 연구도구

4.1.1 일터학습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상황에 맞게 일터학습을 측정

하였다[36]. 일터학습을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있으나, 진행연구는 2가지 하위요인으로 연구했던 선행
사례를 참고로 형식학습 6, 무형식학습 8, 총 14개의 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마다 7점 척도를 적용 ‘전혀 그
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 7점에 이르기까지” 측정
하여 구성했다. 점수가 높음은 일터학습의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Fig. 2. A Question

4.1.2 직무만족
직무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개인의 즐거움과 감정 상태

로 정의하였다. 진행연구는 소상공인 연구를 위해 보완과 
수정을 거듭했으며,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상황에 맞게 
직무만족을 측정하였다[37].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문항마다 7점 척도를 적용 ‘전혀 그렇지 않다’는 1
점, ‘매우 그렇다’ 7점에 이르기까지” 측정하여 구성했다. 
점수가 높음은 일터학습의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직무만
족{예) 업무를 수행 중 즐거움을 느낀다.}, {업무수행 중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등으로 측정했다.

4.1.3 경영성과
진행연구는 소상공인 연구를 위해 보완과 수정을 거듭

했으며,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상황에 맞게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38, 40]. 총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
항마다 7점 척도를 적용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 7점에 이르기까지” 측정하여 구성했다. 점수가 
높음은 경영성과의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경영성과{예) 
“우리 사업장은 전년 1년 동안 순이익 증가율이 높았
다.”}와 {“작년 1년 동안 신규 소비자 창출은 높은 편이
다.”} 등으로 측정했다.

4.2 신뢰도 분석
진행연구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를 산

출하여 변수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계수
의 값은 0∼1까지 허용되며, 값이 크면 신뢰도는 높다고 
한다. 신뢰도가 높은 정도는 통상 0.7이상으로 표현한다
[41]. 연구에 따른 변수의 신뢰도 값은 형식학습 .910, 무
형식학습 .873, 직무만족 .916, 경영성과 .953로 높은 신
뢰도의 변수 값이 나타났다.

Variables Question Cronbach's α
Informal Learning 8 873
Formal Learning 6 .910
Job Satisfaction 5 .916

Management Performance 6 .953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4.3 표본의 구성 및 특성
본연구의 수집 자료는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또는 

근무지에 준한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진행하였다. 
2018.9.20. 부터 2018.10.27. 까지 207부를 수거하여, 
미비한 응답 4부를 뺀 203부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진
행연구는 표본 203부를 근거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실
시했다. 진행연구에 이용된 203명의 응답자에 일반적 특
성은 표2와 같다. 성별 37.9% 여성, 62.1% 남성이 많았
다. 결혼 미혼 13.8%, 기혼 86.2%가 많았다. 나이 26.4% 
21∼30세 제일 적었고, 20세 이하 전혀 없음, 39.9% 41
∼50세 제일 많았으며, 38.4% 50세 15.3% 31∼4 이상 
이였다. 근무자는 26.4% 21∼30세 제일 적었고, 40.4% 
10인 이하 제일 많았으며, 15.3% 6인, 16.7% 4인, 
18.7% 2인 이였다. 학력 박사 5.9% 제일 적었으며, 대졸 
37.9% 제일 많았고, 전문대졸 14.8%, 석사 32.0%,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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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이다. 근무년수, 2년 미만 10.3% 제일 적고, 10∼
20년 미만 23.6%로 제일 많으며, 20.7% 2∼5년, 23.6% 
5∼10년, 미만 이였다.

Item / Value Percent(%) Frequency
Gender Male 62.1 126

Female 37.9 77
Marriage Married 86.2 175

Single 13.8 28

Age

50 over 38.4 78
41~50 years old 39.9 8113
31~40 years old 15.3 31
21~30 years old 6.4 13

under 20 - -

Number of 
workers

Under 10 people 40.4 82
Under 4 people 8.9 18
Under 6 people 15.3 31
Under 8 people 16.7 37
Under 2 people 18.7 38

Education

Ph.D. 5.9 12
College graduate 14.8 65

University graduat 37.9 77
Master's graduation 32.0 30
Below high school 9.4 19

Working 
years

10~20 Years or Less 23.6 48
5~10 Years or Less 22.2 45
2~5 Years or Less 20.7 42
2 Years or Less 10.3 21

Total 100.0 203

Table 2. The Description of Sample

4.4 통계분석 방법
진행연구 분석을 위해 203부를 사용했으며, 통계를 

위해 SPSS(Ver. 18.0)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첫 번째, 측
정도구를 사용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했으
며, 이어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에 따른 타당
성과 신뢰성 검증을 실행하였다. 요인분석에 필요한 
Kaiser규칙을 적용했으며, 주성분요인분석을 위해 회전
방식의 Varimax를 실행하였다. 그리고 신뢰성 
Cronbach's α계수의 산출에 필요한 내적일관성법을 적
용하였다. 두 번째, 변수와 요인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
간관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세 번째, 진행연구에 따른 가
설검증을 위해 단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매개분
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18에 따른 분석법으로 회귀 3
단계분석을 실행하였다.

　 Factorial discretion　
Quest
ion 1 2 3 4 Common

ality
Varianc
e(%)

Cronba
ch’s α

Management 
Performance 6

.911 .127 .110 .134 .876 .487

.953
.899 .079 .123 .100 .839 .673
.882 .115 .172 .119 .835 .595
.853 .147 .218 .144 .817 .424.
.831 .150 .115 .156 .751 .324
.799 .182 .300 .121 .776 .386

Informal 
Learning 7

.137 .851 .188 .146 .799 2.276

.895
.120 .825 .139 .186 .749 2.896
.154 .794 .143 .176 .706 2.215
0.034 .701 .195 .020 .532 1.923
.231 .679 .113 .301 .617 2.548
.160 .606 .283 .283 .553 1.488
.068 .551 .293 .202 .435 1.649

Job 
Satisfaction 5

.158 .211 .889 .091 .867 1.230
.916

.195 .188 .857 .155 .831 .841

.157 .209 .829 .111 .767 1.452

.213 .181 .753 .114 .658 1.027

.203 .326 .722 .081 .676 .894

Formal 
Learning 5

.127 .184 .111 .891 .856 10.898
.910

.123 .206 .135 .876 .844 7.612

.056 .249 .173 .856 .82. 3.387

.148 .101 .068 .818 .706 41.243

.288 .286 .062 .607 .537 13.529
Eigenvalues 4.927 4.264 3.867 3.797
Cumulative 

Variance(%) 21.420 39.961 56.773 73.283
KMO

Bartlett 
.891

4048.310(0.000)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s 
Analysis Results 

4.5 연구결과
4.5.1 기술통계
진행연구는 변수와 변인 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에 따른 분석으로 평균, 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일터학습이 평균 M=4.9369로 제일 낮았고, 직무만족이 
M=5.5202로 제일 높았다. 전반적인 변수의 평균값은 4.5
이상을 나타냈다. 측정된 변수들의 상관성이 설명력을 나
타내고 있으며, 서로 관에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의 
표준편차는 1.63948에서 1.09134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Variables N Standard Deviation Ave. Ave.

WL
FL 203 1.63948 4.9369
IL 203 1.141995.5208 5.5208

JS 203 1.09134 5.5202
MP 203 1.34577 5.0903

Table 4. Statist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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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상관분석
진행연구는 변수와의 관계에 인과성을 확인하기 위함

이며, 기타 변수의 개입이 없는 상관관계 즉, Pearson 
분석을 시행하였다. 

경영성과는 무형식학습(r =.379***, p<0.001), 직무만
족(r =.435, p<0.001), 형식학습(r =.356***, p<0.001)과 
유의성 검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직무만족은 무형
식학습(r =.529, p<0.001), 형식학습(r =.336, p<0.001)
과 유의성 검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냈다. 형식학습(r 
=.503, p<.001)은 무형식학습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IL FL JS MP
IL 1
FL .503*** 1
JS .529*** .336*** 1
MP .379*** .356*** .435*** 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4.5.3 연구모형 및 가설 검증
4.5.3.1 일터학습_직무만족_경영성과 검증

Hypothesis 
H1 Path β t p Adoption 

Status
Workplace 
Learning

1.Formal Learning->
Job Satisfaction 0.094 1.358 0.176 Rejected

 2..Infomal Learning->
Job Satisfaction 0.482 6.976**

* 0.000 Accepted
F 40.210

R,    R² .536,    0.287
Modified R square 0.280

Table 6. Workplace Learning, Job Satisfaction Verification

가설1: 일터학습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형식
학습 t값 1.358(p<0.05), 무형식의 t값 6.976***(p<0.001)
으로 나타났으며, 무형식학습은 채택, 형식학습은 기각되
었다. 회귀모형에 따른 F값은 40.210로 무형식학습 유의
(P=0.000)수준을 보였으며, R²(R-square)값은 0.287, 무
형식학습이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3.6%로 나
타나 직무만족에 유의함을 보였다.

가설2: 직무만족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순회구 분석결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무
만족 t값 6.852(p<0.001)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은 
채택되었다. 회구모형에 따른 F값은 46.948로 직무만족 

유의(P=0.000)수준을 보였으며, R²(R-square)값은 
0.189, 직무만족이 경영성과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3.5%로 나타나 경영성과에 유의함을 보였다.

Hypothesis H2 Path β t p Adoption 
Status

Job Satisfaction -> Management 
Performance 0.435 6.852*** .000 Accepted

F 46.948
R,    R² .435   .189

Modified R square .185

Table 7. Job Satisfaction, Management Performance 
Verification 

가설3: 일터학습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형식학
습 t값 2.992**(p<0.01), 무형식의 t값 3.610***(p<0.001)
으로 나타났으며,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은 모두 채택되었
다. 회귀모형에 따른 F값은 22.003로 무형식학습 유의
(P=0.000)수준을 보였으며, R²(R-square)값은 0.180, 
일터학습이 경영성과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42.5%로 나
타나 경영성과에 유의함을 보였다.

Hypothesis H3 Path β t p Adoption 
Status

workplace 
Learning

1.Formal Learning->
Job Satisfaction 0.222 2.992 0.003Accepted

2.Infomal Learning->
Job Satisfaction 0.267 3.610***0.000Accepted
F 22.003

R,    R² .425,    0.180
Modified R square 0.172

Table 8. Workplace Learning, Management Performance
Verification 

4.5.3.2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가설4: 직무만족은 일터학습과 경영성과 간의 매개 역

할에 따른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개역할
의 검증절차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3단계로 실행하였다
[42]. 회귀모형에 따른 유의성 검증은, Durbin-Watson 
통계량의 2 근사치에 따른 값을 보였으며, 잔 차 또한 독
립성을 설명하는데 문제없었다. 그리고 0.1 미만으로 허
용 한계 치수와 기준 치수와의 차이가 적었으며, 독립 변
수들 끼리의 밀접한 관련성 다중공선성 문제 또한 발견
되지 않았다[43].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무형식학습(β =.482, p< .001)
이 매개변수인 직무만족에 유의성 검정을 보였고, 2단계
에서 독립변수 무형식학습(β = .267, p< .001)이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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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경영성과 간에 회귀식의 유의성 검정 효과를 보였
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무형식학습 독립변수, 직무만족
을 매개변수, 종속변수를 경영성과 회귀분석에 따른 β값
으로 두 변수를 비교하면, 무형식학습과 경영성과를 매개
로하는 회귀분석 β=0.375 > 0.207로 큰 값에 따라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형식학습은 직무만족에 유의성 
검정효과를 나타내지 않아다. 따라서 무형식학습만이 매
개효과를 보였으며, 형식학습은 기각되었다. 

Stage 1 Stage 2 Stage 3
WL->JS WL->MP WL(Me)MP

β t β t β t
FL .094 1.358(x) .222 2.992** 1st \ \

2st_ \ \
IL .482 6.976*** .267 .3.610*** 1st_ .375 5.807***

2st_ .207 2.806**
F 40.210 22.003 IL 144 0.212
R² ..287 .180 F 33.720. 28.215

*P<.05, **P<.01, ***P<.001

Table 9.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Baron과 Kenny의 방법론을 
기준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무형식학습 만이 경영성
과 간에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다[42]. 연구결과 7개의 
가설은 Fig. 2의 결과를 나타낸 모형으로 나타났다.

Fig. 3. Research Model

4.5.3.3 가설검증 요약
진행연구에 따른 연구모형을 근거로 가설을 검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일터학습, 경영성과, 직무만족 간의 인
과관계분석을 위해 수립된 가설 중 하위요인 무형식학습
은 직무만족, 경영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쳤으며, 직무만족 또한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쳤으므로 채택되었다.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

립된 직무만족의 가설도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쳤으며, 채
택되었다. 그러나 일터학습의 하위요인 형식학습은 경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을 뿐,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각되
었다.

Hypothesis Results(Spss 18.0)
FL -> JS Rejected
IL -> JS Accepted
JS -> MP Accepted
FL -> MP Accepted
IL -> MP Accepted

FL -> JS ->MP Non-Accepted 
Mediating Effect

IL -> JS-> MP Accepted 
Mediating Effect

Table 10. Hypothesis Results

5. 결론 및 제언
소상공인에 대한 일터학습과 경영성과의 관계연구는 

다음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첫 번째, 일터학습은 직무만
족에 유의성 검정(+) 효과가 나타났다. 즉, 일터학습의 변
인 중 무형식학습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채택되
었으며, 형식학습은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 기각되
었다. 두 번째, 소상공인의 직무만족은 경영성과에 유의
성 검정(+) 효과가 나타나 채택되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의 일터학습은 경영성과에 유의성 검정(+) 효과가 나타
났으며,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은 모두 채택되었다. 네 
번째, 소상공인의 직무만족은 무형식학습과 경영성과간
의 관계를 매개하여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형식학습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드
러났다.

연구가설수립에 따른 선행연구와 비교검증결과 일터
학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
아 국가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44], 미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25], 미국에 있는 상
업적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 일터학습의 하위
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쳤던 연구와는 달리 연구자
의 검증결과는 무형식학습만이 영향을 미쳤다[44, 25, 
26].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일
터학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는 다음과 같다. 선
행연구 고찰을 통해 역학 조사한 결과 동일한 변인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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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의 검증을 시도한 사
례는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므로 비교 불가했지만, 
중소기업연구 무형식학습만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쳤던 
연구와 달린 진행연구는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이 영향
을 미쳤다[45]. 이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특성을 이해
하며, 내용차원으로 면밀히 들여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직무만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는 다음과 같다. 
관리자의 역할로 직무만족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쳤다
[28]. 스웨덴기업의 직무만족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쳤
다[30]. 진행연구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유의성 검정이 나
타났다. 일터학습과 경영성과간의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연구는 다음과 같다. 변수와 관련한 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거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진행연구의 직무만족은 수행자의 만족이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간관계이론에 기초하고 있다[21]. 일
터학습에 따른 경영성과 연구에서 특정변수로 인해 매개
현상이 나타날 경우, 경영성과 관리를 위해 그 변수를 주
시해야 할 것이며, 매개변수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진행연구결과 직무만족의 부분적 매개효과가 나타
났다. 즉, 무형식학습과 경영성과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
으며, 형식학습과 경영성과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
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무형식학습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무형식
학습을 활용한 긍정시너지효과를 제도화로 강화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경쟁우위의 전략적 위치를 제공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두 번째, 소상공인의 열약한 환경을 이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기
각된 연유를 귀추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형식학습이 직무
만족에 기각된 이유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은 기업과 달리 
형식학습 참여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열약한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형식학습의 기회가 부재
되어 직무만족에 영향미침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결과가 
확인되었다.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소규모 운영에 
따른 비용의 한계, 정부로 부터 미비한 교육정책, 생계에 
따른 바쁜 일정 등 여러 다양한 이유로 학습의 기회를 잃
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기관에 매우 열약한 
소상공인의 환경을 거듭 시사해 본다. 또한 일터학습이 
직무만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에도 경영성과에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은 생계형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자력에 의한 경험과 노력 등으로 매출을 달성하려는 의

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매개역할의 가치로 직무만족활용법을 시사해 

본다. 특정변수로 인해 매개현상이 나타날 경우, 관리적 
경영성과를 위해 그 변수를 주시해야 할 것이며, 매개변
수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진행연구 
결과를 통해 세 가지 시사점을 돌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에 세 가지 시사점 등을 이유로 일
터학습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또한 제도적, 교
육적, 정책적 보완을 제안하려했다. 일터학습을 통해 양
질의 교육학습이 지원되거나 시행될 경우 성장발전 및 
역량강화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지며, 파급효과 또한 대
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진행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가설설정을 했으며, 
검증한 결과를 기반으로 결론을 정리했다. 즉, 검증결과
와 연구자의 주장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의 기여
도, 연구의 가치를 정리했다.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하여 일터학습을 변수
와 변수 또는 요인관계에 따른 양적연구 즉, 모형을 제시
하여 실증분석을 했다. 

두 번째, 기업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던 일터학습 
사례연구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세 번째,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에 소상공인에게 요구
되는 일터학습의 필요성을 제안하려했다. 

네 번째, 일터학습을 활용한 서민경제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기여 하고자했다.

연구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양질의 형식학습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경제적 우위를 보이는 기업과 
달리 열세에 놓인 소상공인은 일터학습에 취약함을 보였
다.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기관으로 부터 양질의 형식학습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단절된 
경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경재우위 확보는 
물론 차원이 다른 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일터학습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기업에서 연구되었던 일터학습연구가 소상공인을 위한 
연구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잠정적 연구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직무만족의 잠재적 연구 9가치는 매우 높다. 
조직 구성원의 형태적 변수연구를 통해 직무만족은 중요
한 변수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매개효과 
연구에서도 기여점이 높았으며, 계속 연구될 가치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유의성의 연구결과를 보였음에도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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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선행연구사례와의 방법적 차이에 따라 한계
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 안할 수 없다. 

두 번째, 지역의 한계, 설문대상자의 한계 등 연구방법
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 안할 수 없다.  

세 번째, 정답이 없는 기입방식으로 불성실응답에 따
른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 안할 수 없다.   

네 번째, 변수 간 면밀한 영향관계를 반영 못해 인과관
계도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 안할 수 없다.  끝
으로 이와 같은 한계점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 다양한 
표본으로 연구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변수 간 인과관
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거나 해석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
히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일터학습, 직무만족, 경
영성과의 하위요인은 인과관계의 높은 수준으로 추가하
여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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