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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 문 요 약

 
  우리 경제에 소상공인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창업이후 5년 이내 생존율이 3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역량강화교육이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소상공인의 역량중 관리역량은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
나, 기술역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역량강화교육은 소상공인의 역량과 경영 성과간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상공인의 역량과 비재무적 경영성과, 소상공인의 역량과 재무적 경영성과간의 역량강화교육
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힌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러
한 학문적 시사점 이외도 역량강화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함에 따라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재원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가 있었다. 
 

■ 중심어: 소상공인역량, 역량강화교육,  경영성과, 부분매개효과 

Ⅰ. 서 론

  최근 생계형 창업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차 생존율
이 30%미만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 또한 처절하다. 최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들은 소상공인의 
개인 특성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원종하, 정대현, 2017).이는 소상공
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부분 시스템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편,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정부지원정책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순태, 2013).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창업이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교육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이인회, 2013).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목적이 소상공인이 본업에서 성공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에 이 교육이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역량이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며,   
독립변수인 소상공인 역량과 매개변수인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을 활용하여 종속변수인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검정하기 위한 연구 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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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소상공인 역량과 경영성과(재무, 비재무 모두 포함)간 유의한 관계를 검정한다.
  둘째, 소상공인 역량과 경영성과(재무, 비재무 모두 포함) 사이에 역량강화교육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한다. 
  셋째, 이를 통해 실무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2.1 소상공인 역량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이야기하고 일부 업종에서는 5인미만도 포함되어있다. 역량이란 특정인이 보유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
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능력평가나 인적자원 육성에 활용하기 위해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의 행
동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Johnson et. al, 2010). 소상공인 역량은 직무수행 관련 소상공인 개인자질이나 능력
으로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어 성과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개개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역량은 크게 관리적인 측면의 역량과 기술적인 측면의 역량으로 나눌 수 있다.

 2.2 역량강화교육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은 창업이후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여주는 요소로서, 소상공인의 역량 중에는 선천적으
로 타고나는 역량 외에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이다(김춘화 등, 2013). 그러나 현실을 자
세히 들여다보면 교육기관의 교육기획, 교수설계 역량이 부족하여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인회, 2013).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대학, 소상공인 관련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을 기업가 정신 교육과 실제 소상공인들의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노무 및 세무 관련 교육, 점포 임대차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및 정부지원과 같은 교육
을 포함시켰다. 

 2.3 경영성과 

  경영성과라는 개념자체가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시되는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경제성 
포함 재무적 성과 이외에 고객만족, 불확실성 대등 등 비재무적 요인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재무적 측정지표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관점에서의 달성된 결과를 객관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객관적인 성과는 투자수익율. 매출성장율, 시장점유율 같은 성장성과 수익성에 관한 지표들과 
이 있다. 
  비재무적 경영성과는 그 중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객관화가 어렵고 광범위하여 경영성과를 나타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재무적 성과변수는 기업이미지, 품질에 대한 투자 등과 같은 
변수로 단기적인 수익성의 향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다(이장우,장수덕, 2001).
  따라서 소상공인의 매출액, 순이익, 투자수익률, 시장점유율 등은 재무적 성과의 대표적인 항목들이고, 고객
만족, 브랜드이미지 제고, 업무처리 능력 향상, 갈등해결 능력 향상 등은 비재무적 성과의 대표적인 항목들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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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구성요소정의 문항수

관리역량
동기부여 능력

6
자원배분과 과업조정 능력

                                   <표1> 설문 문항의 구성

Ⅲ.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설정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역량강화교육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독립변수인 소상공인의 역량과 매개변수인 역량강화교육의 적합
성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 모형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1> 연구 모형 

 3.2 연구 가설 설정

  먼저 독립변수인 소상공인역량과 종속변수인 경영성과 간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1-1 소상공인의 관리역량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1-2 소상공인의 기술역량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1 소상공인의 관리역량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 2-2 소상공인의 기술역량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독립변수인 소상공인역량과 종속변수인 경영성과간의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역량강화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3-1 소상공인의 관리역량이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역량강화 교육에 의해 매개 될 것이다.
  H 3-2 소상공인의 기술역량이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역량강화 교육에 의해 매개 될 것이다.
  H 4-1 소상공인의 관리역량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역량강화 교육에 의해 매개 될 것이다.
  H 4-2 소상공인의 기술역량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역량강화 교육에 의해 매개 될 것이다.
 

3.3 설문지 구성 및 측정

  설문지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측정을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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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지도 역량
조직장악 능력
권한 위임 능력
비젼 제시 능력

기술역량

기술문제 해결능력

6

기술인력 확보 및 활용능력
기술혁신 능력
전문지식 보유

전문분야 기술 활용 능력
기술전문가

역량강화교육

세무.노무

5
기업가정신
상가임대차
SNS홍보

정부지원제도

재무성과

매출액

4순이익
투자수익률
시장점유율

비재무성과

고객만족

4
브랜드이미지 제고

업무처리능력 향상

갈등해결능력 향상

  
  설문 대상은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중 유효한 값을 가지는 설문지는 151개였다.

 3.4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을 매개변수로 분석
하였고 응답자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사 업력은 5년 이상이 52.3%, 3년(16.6%), 2년
(14.6%) 순으로 조사 되었다. 기업형태는 개인이 75.51%이며, 법인이 24.5%이다. 업종은 서비스업 51.7%,   
제조업(15.2%), 유통업(13.9%) 순으로 조사 되었다. 매출액은 5천만원 미만이 33.8%, 1억대 29.1%, 5억대가 
14.6%, 10억 이상이 13.2%순으로 조사 되었다.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회수는 5회 이상이 39.1%, 3회가 25.8% 
그리고 1회가 21.9%순으로 조사되었다.
 

Ⅳ. 연구결과

 4.1 타탕성 분석

  본 연구에서의 문항 선택기준은 요인적재치는 .60이상,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이다. 설명된 총 분산
은 75.64%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동일하게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25개 문항 모두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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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관리역량 기술역량 역량강화교육 비재무성과 재무성과

지도역량 .829 .150 .125 .213 .223

동기부여 .804 .136 .140 .206 .127

위임역량 .780 .248 .195 .139 .115

조정역량 .753 .296 .173 .059 .131

장악역량 .749 .174 .135 .147 .237

비전제시 .671 .267 .140 .384 .123

전문지식 .230 .879 .018 .028 -.050

기술활용 .297 .870 .042 .019 -.041

전문가 .238 .839 .064 .012 -.021

기술문제 .054 .773 .156 .221 .224

기술인력 .116 .714 .151 .196 .373

기술혁신 .255 .633 .143 .278 .351

기업가 .091 .032 .859 .081 .206

상가임차 .210 -.029 .819 .119 .121

정부지원 .132 .092 .796 .288 -.034

세무노무 .170 .120 .770 .043 .244

SNS .137 .277 .757 .225 .072

갈등해결 .227 .116 .173 .842 .081

업무처리 .312 .080 .232 .815 .189

만족도 .188 .201 .181 .796 .127

브랜드 .133 .073 .141 .767 .388

투자수익 .106 .220 .203 .102 .851

순이익 .125 .107 .258 .059 .834

매출액 .270 .008 .078 .256 .777

시장점유 .272 .040 .028 .255 .706

합계 4.292 4.262 3.675 3.340 3.340

분산 17.170 17.047 14.698 13.361 13.359

누계 17.170 34.217 48.915 62.276 75.635

KMO는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KMO값이 .90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이고, .80에서 .89사이는 꽤 좋은 편, .70에서 .79사이는 적당한 편으로 보고 있다. 50미만인 경우 받아 
들일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경우 유의 확률 .000에서 KMO 값이 .864로 꽤 좋은 편에 속한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3026.156(df=300, p=0.000)인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 연구
모형의 5개의 요인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타당성 분석



요인 항목 수 Cronbach‘s α

관리역량 6 .921

기술역량 6 .913

역량강화교육 5 .898

재무성과 4 .878

비재무성과 4 .919

                                                <표3> 신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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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86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026.156

자유도 300

유의확률 .000

관리역량 기술역량 역량강화교육 재무성과 비재무성과

관리역량 1

기술역량 .535** 1

역량강화교육 .418** .301** 1

재무성과 .447** .318** .341** 1

비재무성과 .475** .344** .444** .444**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4.2 신뢰성 분석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Cronbach‘s α 계수가 .878에서 .921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2> 신뢰도 분석에서 관리역량으로 .9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무성과로 
.8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4.3 상관분석

  상관 분석결과 <표4-3> 기술역량과 관리역량의 상관관계가 .01수준에서 .5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술역
량과 역량강화교육이 0.01수준에서 .3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01수준에서 모든 변수들은 유의한 관계를 나
타냈다. 독립 변수간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각 독립변수를 모두 활용하였다.

                                                    <표4>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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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채택여부

   H 1-1 소상공인의 관리역량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1-2 소상공인의 기술역량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 2-1 소상공인의 관리역량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2-2 소상공인의 기술역량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 3-1 소상공인의 관리역량이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역량강화  교육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부분매개

H 3-2 소상공인의 기술역량이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역량강화  교육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부분매개

H 4-1 소상공인의 관리역량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역량강화 교육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부분매개

H 4-2 소상공인의 기술역량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역량강화 교육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부분매개

가설의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표와 같다. 

                                      <표5> 가설 검정 결과 요약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종속변수: 
재무 성과

(상수) 1.090 .338 3.219 .002

관리역량 .437 .098 .389 4.465 .000

기술역량 .114 .090 .110 1.261 .209

R: .457
R²: .209

표준오차 : .725

제곱합 : 96.940
평균 제곱 : 10.131

F : 19.291

                                              
                                           <표6> 가설1-1, 1-2 검정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종속변수: 
비재무 성과

(상수) 1.735 .280 6.206 .000

관리역량 .414 .081 .436 5.119 .000

기술역량 .096 .075 .110 1.291 .199

R: .504
R²: .254

표준오차 : .599

제곱합 : 69.163
평균 제곱 : 8,780

F : 24.501

 4.4 가설 검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가설1-1에서 2-2를 검정한 결과 관리역량은 재무적성과 및 비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기술역량은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해 기각되었다 

                                                   
                                                <표7> 가설2-1, 2-2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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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분산분석

종속 독립 B 표준
오차 베타 R² F

역량강화교육 관리역량 .630 .113 .418 5.559 .000 .175 30.899

재무적경영성과 관리역량 .504 .083 .447 6.096 .000 .200 37.165

재무적경영성과
관리역량 .443 .092 .386 4.834 .000

.239 22.734
역량강화교육 .137 .001 .179 2.250 .026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분산분석

종속 독립 B 표준
오차 베타 R² F

역량강화교육 기술역량 .411 .109 .301 3.786 .000 .091 14.333

재무적경영성과 기술역량 .329 .081 .318 4.064 .000 .101 16.520

재무적경영성과
기술역량 .252 .083 .242 3.041 .003

.174 15.024
역량강화교육 .208 .061 .274 3.435 .00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사이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가설3-1에서 4-2까지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분석결과는  
역량과 경영성과 간 역량강화교육 매개효과 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가설3-1을 검정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유의관계 분석결과 소상공인의 관리역량이 역량강화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
화 회귀계수 .418(t=5.559)로서 유의수준 0.000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유의관계 분석결과 소상공인의 관리역량이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 회귀계수 .447(t=6.096)로서 유의수준 0.000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관계 분석결과 표준화 회귀계수 .386(t=4.834)로서 유의 수준 
0.000에서 유의하여 독립변수인 소상공인 관리역량은 종속변수인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매개변
수인 역량강화교육은 종속변수인 재무적 경영성과에 표준화 회귀계수 .179(t=2.250)로서 유의수준 0.026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2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회귀값은 .447이고 3단계 독립, 매개와 종속변수     
간회귀값 중 독립변수의 회귀값은 .386으로 2단계의 회귀값이 3단계의 회귀값 보다 크므로 매개효과가 있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다***.

                                                <표8> 가설3-1 검정 

                                                 <표9> 가설3-2 검정

***가설 3-2, 4-1, 4-2도 가설 3-1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정하면 모두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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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분산분석

종속 독립 B 표준
오차 베타 R² F

역량강화교육 관리역량 .630 .113 .418 5.559 .000 .175 30.899

비재무성과 관리역량 .467 .071 .475 6.540 .000 .225 42.768

비재무성과
관리역량 .390 .076 .390 5.159 .000

.322 34.239
역량강화교육 .187 .050 .280 3.706 .000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분산분석

종속 독립 B 표준
오차 베타 R² F

역량강화교육 기술역량 .411 .109 .301 3.786 .000 .091 14.333

비재무성과 기술역량 .300 .068 .344 4.407 .000 .118 19.426

비재무성과
기술역량 .215 .066 .246 3.243 .001

.255 24.363
역량강화교육 .240 .049 .374 4.919 .000

                                               <표10> 가설4-1 검정

                                                 <표11> 가설4-2 검정

Ⅴ. 결 론

  소상공인의 역량중 관리역량이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1과 가설
2-1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으나, 기술역량이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라
는 가설1-2와 가설2-1는 기각되어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지 않았다. 한편, 역량강화교육이 소상공인 관리역
량, 기술역량과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3-1, 3-2 및 가설4-1, 4-2는 채택되
었으며, 이는 새로운 연구결과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경영개선교육 이후에는 매출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이외는 아직까지  재무
적 경영성과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역량강화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없다.  소상공인의 역량과 
비재무적 경영성과, 소상공인의 역량과 재무적 경영성과간의 역량강화교육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힌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시사점 이외도 역
량강화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함에 따라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재원 마련의 근거
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가 있었다. 한편, 소상공인도 역량강화교육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검정
을 통해 효과가 있음을 알게되어 적극적으로 교육에 받을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역량교육을 비수료자와 수
료자로 나누어 각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교육효과를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성과측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획득하기 어려워 설문 대상자의 주관적인 자기 기입식 평가 
자료를 활용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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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mall business owner’s  professional 

educ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Seong, Gyu-sun*

Choi, Yang-ae**

Abstract

This study focused the effect of small business owner’s competencies on business performance. Especially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education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3 hypothesis were accepted and 1 hypothesis was rejected.  H1. The relationship between small 
business owner’s managerial competen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was positive. H2. The relationship between 
small business owner’s technological  competen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was not valid. H3. Professional 
education was mediating effect between small business owner’s competenc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H4. 
Professional education was mediating effect between small business owner’s competencies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his study founded professional education was mediating effect, especially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small business owner’s competenc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non-financial performance. This study 
provided logical background on government support of small business owner’s professional education and small 
business owner’s spontaneous participation in professional educations.

Keywords: Small Business Owner, Small Business Owners’ Competencies, Professional Education, Business Performance,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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