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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추가
적으로 경영성과는 외식창업 성공요인과 창업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입지, 서비스, 시설, 상품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외식창업 성공요인의 입지, 서비스, 
시설, 상품 요인은 모두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영성과는 외식창업 성공요인과 창업만족도 사이
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외식창업 성공요인, 경영성과 및 창업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외식창업∣성공요인∣경영성과∣창업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uccess factors of foodservice business start-up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and to analyse the mediating effect of 
management perform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 factors of foodservice business start-up 
and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2.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ccess factors of foodservice business start-up consists of location, 
service, facilities, and food. Among success factors, location, service, facilities, and food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 and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Second, management 
performanc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Third, management performance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success factors of foodservice business start-up and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The conclusion section suggested strategic implications to induce success factors, 
management performance and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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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창업이란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가 사
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시기
에 자본, 인력,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결합하여 제품 생
산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1]. 창업활동은 한 국가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고용의 창출을 통해 경제의 발전에 공헌하고 혁신을 이
끌어내며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산업의 생
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2].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조기퇴직자와 실직
자의 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외식 창업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3]. 하지만 외
식산업은 노동집약적이며, 직접 고객과의 접촉으로 판
매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급변하는 외식시
장의 현상과 소비자의 외식형태의 변화, 과다한 경쟁으
로 소규모 외식업체 경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4]. 

특히 개인 외식창업자의 대부분은 창업절차나 구체
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출점을 하고, 소자본의 
신규 외식창업의 경우 사업성 검토가 미흡하여 시장경
쟁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외식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식품산업의 발전과 연결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종업원 수 4인 이하의 
영세한 외식업체들이 전체 외식업체의 약 87.6%를 차
지하고 매출액에서도 영세업체가 약 53.9%를 차지하고 
있어[5] 시설, 경영, 서비스 등에서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외식 창업자들의 
사업성공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
많은 외식 점포들이 폐점 또는 휴점을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6]. 이에 따라 창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미 창업하여 운영 중인 외식업체의 성공적인 
운영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창업 성공
요인과 경영성과는 외식산업 전반에 걸쳐 주요 관심사
로 대두되고 있다[7].

외식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들로는 상품력, 입
지력, 서비스력, 점포력, 관리력, 자본력 등이 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외식업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공요
인에 따른 경영성과는 매출액을 증대시키거나 비용의 
절감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8]. 이와 같은 창업 성공요
인은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건일 뿐만 아니
라 외식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로 경영성과와 창
업 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에 외식업체의 창업에 대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외식 창업자들에게 실
패와 위험성을 줄이고 성공적인 창업 및 경영성과의 향
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문적·실무적인 연구
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외식 창업자가 지
속적인 경영성과로 창업만족도를 갖는데 있어 창업 성
공요인의 어떤 영향 변수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
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의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선행된 외식창업 성공요
인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경영성과와의 영향관계 연구
들[9-12]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영성과 지표에 따른 
향후의 창업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체의 창업 성공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성공요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성과와 창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하고자 한다. 또한 경영성과에 따라 창업에 대한 만족
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경영성과는 창업만족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창업 성공요인과 창업만족도 사이에서 경영성과가 매
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외식창업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창업을 준비
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나 기창업자들에게 외식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및 창업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외식창업 성공요인
외식창업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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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공요인에 대한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외식창업
의 성공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
만 크게 점포의 선정, 시설 투자, 서비스, 마케팅, 자금
관리, 인사관리, 상품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13].

배혜숙 외[14]는 외식창업 성공요인을 외식업을 창업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체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
인 요인이라고 정의하였고, 입지특성, 점포특성, 업종컨
셉, 자본력 등의 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강대훈[15]은 접근성, 시설, 서비스 역량, 상품, 가격 
및 촉진활동을 외식창업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제시하
였다. 김예주·이형룡[4]은 외식창업 성공요인을 측정하
기 위해 입지 및 상권, 음식의 질과 맛, 서비스, 접근편
의성, 물리적환경 등을 제시하였다. 

송경숙[11]은 외식창업 성공요인을 창업입지, 창업시
설, 창업상품, 창업자금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창업성
공 요인들이 고객지향성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김상호·박진환[9]은 외식창업 성공요인을 
점포환경요인(접근성, 시설), 상품요인(품질, 건강·고급
화), 마케팅요인(촉진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
인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식
창업 성공요인을 입지, 서비스, 시설 및 상품 요인으로 
구성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1) 입지
입지란 기업행위가 영위되는 장소를 말하며 외식업 

경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소비자가 점포를 선
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16]. 입지는 점포가 위
치한 장소상의 특성에서 유발되는 고객 유인력으로 외
식사업과 같은 생산업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며, 급변하는 마케팅 환경 하에서 점포의 장기적
인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17]. 

외식산업에서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
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입지선정은 창업자가 결
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며, 좋은 입지는 성
공적인 사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외식사업
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은 많이 존재하지만 특히 
해당 입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18]. 

2) 서비스
음식점의 서비스 요인에는 종업원의 반응성, 전문성, 

신뢰성 등의 서비스품질이 포함된다. 이는 고객들의 서
비스품질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고객의 음식점 선
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한다. 따라서 서비스 요인은 음
식점 창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19].

외식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외식서비스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의 특징인 무형성, 소멸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형화
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지 생각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서비스, 점포의 분위기, 점포의 서비
스방침 등을 매뉴얼로 작성해 지속적인 교육의 실행을 
뒷받침하여야 하며, 경쟁업체가 동일한 상품을 제공한
다면 경쟁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서비스가 될 것이다[20].

3) 시설
외식업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수록 시설, 즉 점포환

경을 이용하여 차별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
들은 시설과 같은 유형적 단서를 통해서 서비스를 평가
하게 되므로 시설은 외식업체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라고 볼 수 있다[10]. 

시설은 외적형태로 좌우되는데 시설의 외관 및 외향
은 입지만큼이나 중요한 성과요인으로 가시적인 것뿐
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점을 유도할 수 있다[21]. 또한 
시설은 종사원과 고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22].

4) 상품
창업자의 실질적인 창업의 출발은 사업의 아이템, 즉 

상품이다. 몇몇 상품은 성공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는 한
편, 많은 상품들이 성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장
된다. 따라서 사업에 있어 상품의 존재와 그 평가가 창
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23].

외식 상품은 음식과 음료 등의 유형적 상품과 분위
기, 청결 등의 무형적 서비스가 종합된 상품으로 고객
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인상적인 경험이 되도록 전달하
여 고객의 재방문을 목표로 한다. 고객은 단지 음식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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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외식점포의 종합적인 경험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시장에 맞는 창업 상
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24]. 상품은 고객이 구매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맛, 메뉴, 품질, 가격, 
식재료 등에 의해 그 경쟁력의 우위가 가려진다[25]. 

2. 경영성과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결국 경영성과에 기인함을 생

각할 때 경영성과의 분석 및 현상 파악은 곧 기업 경쟁
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26]. 경영성과는 기업의 경
영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27], 기
업의 생산성, 수익성, 매출액, 순이익, 조직의 목표달성
도,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획득을 위한 환경의 개척
능력,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및 생존능력 등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다[28]. 

변충규·성창수[29]는 경영성과를 일정기간 경영활동
의 결과로 얻은 종합적인 성과와 조직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고, 경쟁사 대비 매출액 성
장률, 경쟁사 대비 투자수익성 등으로 구성된 재무성과
와 고객만족도, 이미지의 수준 등으로 구성된 비재무적
성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김의근 외[30]는 경영성과를 외식사업자의 기대성과
의 충족정도와 타 경쟁업체 대비 경쟁우위의 성과지표
라고 정의하였고, 재무적성과의 경우 순이익 증가율, 매
출액 증가율, 시장점유율, 전반적인 재무적 경영성과 등
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비재무적성과의 경우 단골
고객 유지율, 기존고객 유지율, 신규고객 유지율, 불평
고객 감소율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서근하[31]는 경영성과를 매출액, 연평균(월평균) 순
수익, 투자자본 대비 수익률, 자산 대비 매출액 등으로 
재무적성과를 측정하였고, 김기남[32]은 고객만족도, 
고객유지율, 고객들의 평판이나 이미지 등으로 비재무
적성과의 개념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무선[18]은 경영
성과를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원가절감
노력 등의 재무적 성과와 경쟁업체보다 좋은 이미지 구
축, 높은 직무만족도 등의 비재무적 성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Zirger & Maidique[33]는 경영성과를 재무적성과
와 비재무적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Rapert & 

Wren[34]은 경영성과를 순매출액의 증가, 전반적인 재
무성과 등의 재무적성과와 서비스 향상에 의해 기대되
는 고객의 만족, 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의 향상 등의 
비재무적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Kaplan & 
Norton[35]은 경영성과의 측정을 재무적성과와 비재
무적성과를 적절히 조합하여 측정하는 것이 전반적으
로 기업의 경영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와 같이 경영성과의 개념과 지표를 
한마디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경영성과에 대
한 여러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재무적성과와 비재무
적성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기준을 정의하여 측정
하고 있다. 

먼저 재무적성과는 거래 활동 등의 모든 결과들을 화
폐 단위로서 회계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측정지표이다
[36]. 따라서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점인 이익의 극대화
에 초점을 맞춘 성과로 매출액, 순이익, 판매 이익률, 투
자 수익률, 시장 점유율, 자기 자본 이익률 등으로 구분
해볼 수 있으며, 이는 경영성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재
무적 관점에서 성과측정지표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
한 지표이다[37].

하지만 기업의 성과를 재무적 지표만을 가지고 측정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립 
강화를 위해 비재무적 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기 시
작했다. 따라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는 조직
성과, 기술성과, 고객성과, 혁신, 고객만족도, 부서차원, 
직원차원, 고객차원에서 접근하는 등 기업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을 탐색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8].

따라서 기업의 경영성과 관리에 있어 재무적 성과에
만 집착하거나 혹여 재무적성과가 달성된다고 하여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확보될 수 없으며, 기업의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가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39]. 

3. 창업만족도
만족도란 부족함이 없이 흡족한 상태의 정도를 의미

한다. 창업만족도란 창업자가 창업 준비 단계에서 가졌
던 기대와 창업 후 나타나는 성과 사이의 일치나 불일
치를 통해 만족이나 불만족이 생기는 기대불일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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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37] 창업자가 창업한 업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라 정의할 수 있다[40]. 

기대불일치 이론은 Oliver[41]에 의해 소비자만족에 
관한 불일치에서 발전이 되었으며 소비자가 소비 전에 
대상제품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며, 실제소비를 통해 
형성되고 인지된 성과는 소비 전 기대와 비교된다. 
Oh[42]는 이러한 기대불일치 이론에 근거를 둔 고객들
의 평가는 특히 무형의 서비스가 유형의 상품처럼 중시
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Cooper & Artz[43]는 기대불일치 이론을 적용하여 
창업에 대한 기대와 실제성과의 차이를 밝힌 연구에서 
창업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은 창업에 대한 기대와 실
제 성과와의 차이에 의해 결정이 되며, 경영성과에 대
한 기대의 통제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
다. 또한 Joern & Philipp[44]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자기기입식 만족도를 조사 한 연구 결과에
서 경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창업만족도는 경영성과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김경애[45]는 창업만족도를 예상되는 기대와 생산되
는 실제 성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에 대한 정도라
고 정의하였고, 이무선[18]은 창업자의 창업환경, 이윤
창출,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변화, 목표의 성취, 창업기
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지상태 등 창업자가 창업을 
통해 느끼는 현재 상황과 미래 기대감에 대한 인지상태 
등 포괄적 감정 상태로 정의하였다.

손희철[46]은 창업만족도에 대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 
높음, 가치, 적성과 맞음, 전반적인 만족도 등의 측정항
목을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이상화[47]는 창업만족도에 
관해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창업가로서 자랑스
러움, 창업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 창업에 대한 지속적
인 활동, 현재까지의 창업 성과에 대한 만족감 등의 문
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김유정[48]은 창업만족도를 창업가가 창업 전에 가지
고 있던 기대와 창업 후 성과 사이의 차이에 대해 느끼
는 포괄적인 감정이며 욕구충족의 정도라 정의하였고, 
경영성과에 만족, 창업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창업만
족도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외식창업 성공요인의 각 차원이 경영성과

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외식창업 성공요
인과 창업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
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입지

서비스

시설

외식창업 성공요인

상품

H1

H2

창업
만족도

H3

비재무적
성과

재무적
성과

경영성과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외식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외식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
소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손무호[10]의 연구에서 창업 성공요인인 입지, 상품, 
시설 요인이 경영성과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상호·박진환
[9]은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관
계 연구에서 성공요인인 음식점의 점포 환경, 서비스, 
상품, 마케팅 요인이 경영성과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
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또한 Brady & Cronin[49], Hansen[50], Young et 
al.[51]의 연구에서는 외식창업 성공요인인 점포 시설, 
서비스, 상품 요인이 경영성과인 재무적성과와 비재무
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
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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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입지는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서비스는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시설은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상품은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입지는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6: 서비스는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 시설은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8: 상품은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이무선[18]의 연구에 따르면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창
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
유정[48]의 연구에서도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창업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좋은 입지, 고품질의 서비스, 잘 갖추어진 시설, 경
쟁력 있는 메뉴 등의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창업만족도
를 향상시키는 선행변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
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입지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2: 서비스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시설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4: 상품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한수임[52]은 경영성과가 창업이후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경영성과인 재무적성과
와 비재무적성과가 크게 발생될수록 창업만족도는 더
욱 높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김철성[37]은 경영성
과(비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를 독립변수로 하고, 창업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영성과인 비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 모두 창업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매출액이 늘고 고객의 수가 증가하는 등 창
업성과가 향상 될수록 창업만족도는 높아진다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경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1: 비재무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재무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손무호[10]의 연구에 따르면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경
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경영성과는 창업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40]의 연구에서도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경영성과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경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영성과는 외
식창업 성공요인과 창업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경영성과는 외식창업 성공요인과 창업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1: 비재무적성과는 입지와 창업만족도 사이
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2: 비재무적성과는 서비스와 창업만족도 사
이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3: 비재무적성과는 시설과 창업만족도 사이
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4: 비재무적성과는 상품과 창업만족도 사이
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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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재무적성과는 입지와 창업만족도 사이에
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6: 재무적성과는 서비스와 창업만족도 사이
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7: 재무적성과는 시설과 창업만족도 사이에
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8: 재무적성과는 상품과 창업만족도 사이에
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외식창업 성공요인을 ‘외식업을 창업 

하고 경영하는데 있어 외식점포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
인 요인들’이라고 정의하고, 박진환[20], 송경숙[11], 이
용천[26], Brady & Cronin[49], Watson et al.[53]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입지 4문항, 서비스 4문항, 시
설 4문항, 상품 4문항 등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한 후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경영성과는 ‘일정기간 기업 활동의 결과로 얻은 재무
적인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라고 정의하고, 박승환·송
노섭[54], 신금순·양동우[55], Keh et al.[56] 등의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재무적 성과 4문항, 비재무적 성과 
4문항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후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창업만족도는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만족의 정도’라고 정의하
고, 방혜민·전인오[57], 손무호[10], 이무선[18] 등의 선
행연구를 참고하여 5문항으로 구성한 후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모집단은 현재 국내 소규모 외식업체

이며, 표본집단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외
식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외식업
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
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외식업체로 정의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조사는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소규모 외식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
영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문항의 수

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
는 2018년 10월 15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대
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외식업체를 직접 방문
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 설문지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경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고,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330부를 배포하여 315부를 회수하였으며,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총 301부를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
석 및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성별은 남
성 169명(56.1%), 여성 132명(43.9%)으로 남성이 여
성보다 조금 더 많은 분포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91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80명
(26.6%), 30대 79명(26.2%), 20대 29명(9.6%), 60대 
이상 22명(7.4%)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 
202명(67.1%), 미혼 99명(32.9%)으로 기혼이 미혼보
다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110명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 대학 재학/졸업 
107명(35.5%), 전문대 재학/졸업 75명(24.9%)의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총투자금액은 5천만원-1억원 
미만이 149명(4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고, 5천만원 미만 85명(28.2%), 1억원-2억원 미만 61
명(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매출액은 
500만원-1,000만원 미만이 114명(37.8%)으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 미만 82명(27.2%), 1,000만원-2,000
만원 미만 64명(21.3%), 2,000만원-3,000만원 미만 
24명(8.0%), 3,000만원-5,000만원 미만 15명(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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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성별
남성 169 56.1
여성 132 43.9

연령

20대 29 9.6
30대 79 26.2
40대 91 30.2
50대 80 26.6
60대 이상 22 7.4

결혼
여부

미혼 99 32.9
기혼 202 67.1

학력

고졸 이하 110 36.5
전문대 재학/졸업 75 24.9
4년제 대학 재학/졸업 107 35.5
대학원 재학/졸업 9 3.1

총
투자
금액

5천만원 미만 85 28.2
5천만원-1억원 미만 149 49.5
1억원-2억원 미만 61 20.3
2억원-3억원 미만 3 1.0
3억원-5억원 미만 3 1.0

월평균
매출액

500만원 미만 82 27.2
500만원-1,000만원 미만 114 37.8
1,000만원-2,000만원 미만 64 21.3
2,000만원-3,000만원 미만 24 8.0
3,000만원-5,000만원 미만 15 5.0
5,000만원 이상 2 0.7

n 301 100.0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2.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측정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사
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직각회
전(orthogonal rotation)의 방법 중에서 varimax회
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요인수의 결정은 고유값
(eigen value)이 1.0이상인 요인을 선정하였고, 요인 
적재치는 .40이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2]
와 같이 입지, 서비스, 시설, 상품 등 4개 요인으로 추출
되었고, 총 분산 설명력은 67.644%로 나타났다. 변수
의 요인분석이 타당한지, 그리고 요인분석의 모형은 적
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KMO(Kaiser-Meyer-Olkin) 
값은 .841로 나타났고, Bartlettʼs Test of Sphericity
값은 2050.811(p=.000)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Cronbachʼs α계수를 검토한 결과, 4개의 

차원은 .717∼.870으로 분포되어 Nunnally & 
Bernstein[58]이 제시하는 .7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각 변수의 측정척도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닌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변
수

요
인
명

항목 요인
적재치 고유값

 분산
설명력
(%)

신뢰도 

창

업

성

공

요

인

입
지

점포 입지가 좋음 .879

2.933 19.554 .870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함 .878

유동인구가 많은 곳임 .784

교통 편리한 곳에 위치함 .780

서
비
스

직원은 친절하고 예의바름 .803

2.755 18.364 .837
주문한 음식 정확히 제공 .782

신속하고 즉각적인 서비스 .774

메뉴에 대한 정확한 답변 .751

시
설

시설물, 가구, 동선 우수함 .798

2.267 15.114 .824인테리어, 내부시설 좋음 .792

온도, 습도, 청결도 우수함 .768

상
품

대표 주력 메뉴를 보유함 .832

2.192 14.612 .717
차별화 된 메뉴를 보유함 .705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함 .635

음식의 맛이 좋음 .619

Kaiser-Meyer-Olkin(KMO)=.84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050.811, (p=.000), 총분산설명력(%)=67.644

표 2. 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경영성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3]과 같
이 비재무적성과, 재무적성과 등 2개 요인으로 추출되
었고, 총 분산 설명력은 70.885%로 나타났다. 변수의 
요인분석이 타당한지, 그리고 요인분석의 모형은 적합
한지 알아보기 위한 KMO(Kaiser-Meyer-Olkin) 값
은 .825로 나타났고, Bartlettʼs Test of Sphericity값
은 1294.520(p=.000)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Cronbachʼs α계수를 검토한 결과, 2개의 
차원은 .857∼.862로 분포되어 Nunnally & 
Bernstein[58]이 제시하는 .7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나 각 변수의 측정척도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닌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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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요
인
명

항목 요인
적재치 고유값

 분산
설명력
(%)

신뢰도 

경
영
성
과

비
재
무
적

고객만족도는 높은 편임 .843

2.870 35.873 .862
메뉴는 고객의 좋은 평가 .831
기존 고객유지율 높은 편 .825
점포는 좋은 이미지 구축 .757

재
무
적

투자자본 대비 높은 수익 .863

2.801 35.012 .857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임 .852
순이익 꾸준히 유지/증가 .805
매출액 꾸준히 유지/증가 .708

Kaiser-Meyer-Olkin(KMO)=.82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294.520, (p=.000), 

총분산설명력(%)=70.885

표 3. 경영성과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창업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1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총 분산 설명력은 72.895%로 나타
났다. 변수의 요인분석이 타당한지, 그리고 요인분석의 
모형은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KMO값은 .873, 
Bartlettʼs Test of Sphericity값은 950.062(p=.000)
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Cronbachʼs α
계수는 .919로 Nunnally & Bernstein[58]이 제시하
는 .7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의 측정척도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
수

요
인
명

항목 요인
적재치 고유값

 분산
설명력
(%)

신뢰도 

창업
만족도

현재 사업은 성취감을 줌 .883

3.645 72.895 .919
창업에 만족함 .871
현재 사업을 즐겁게 운영함 .860
창업을 잘 했다고 생각함 .846
창업에 성공했다고 생각함 .806

Kaiser-Meyer-Olkin(KMO)=.873 
Bartlett’s Test of Sphericity=950.062, (p=.000)

표 4. 창업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3. 상관관계분석
상관관계분석은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변

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관
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 준다. 각 구성개
념들이 서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련
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한 결과 [표 5]와 같이 도출되었다. 모든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p<.01 수준에서 유의성을 
확보한 정(+)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외식창업 성공요인 경영성과 7. 
창업

만족도
1.

입지
2.

서비스
3.

시설
4.

상품
5.

비재무적
6.

재무적
1 1.000
2 .269** 1.000
3 .340** .533** 1.000
4 .302** .389** .427** 1.000
5 .330** .419** .432** .367** 1.000
6 .387** .373** .423** .406** .487** 1.000
7 .365** .374** .406** .383** .565** .691** 1.000

**p<.01

표 5. 상관관계분석

4. 가설검증
1)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증
먼저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과 중 비재무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회귀식이 도출
되었으며, R²=.283으로 28.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
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을 초과하고 있어 다중공선성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성공요인
인 입지(t=2.975, p=.003), 서비스(t=3.528, p=.000), 
시설(t=3.253, p=.001), 상품(t=2.677, p=.008) 요인 
모두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고, 서비스 요인의 β값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
나 비재무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H1-1>, <H1-2>, <H1-3>, <H1-4>는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과 중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6]에서 제시하
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 회귀식이 도
출되었으며, R²=.300으로 30.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
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을 초과하고 있어 다중공선성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성공요인
인 입지(t=4.274, p=.000), 서비스(t=2.234, p=.026), 
시설(t=3.080, p=.002), 상품(t=3.690, p=.000) 요인 
모두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입지 요인의 β값이 .2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재무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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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H1-5>, <H1-6>, <H1-7>, <H1-8>은 채택
되었다.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p-value 공차한계B 표준오차 β
(상수) 1.084 .257 - 4.225 .000 -
입지 .121 .041 .159 2.975 .003** .850

서비스 .219 .062 .211 3.528 .000*** .680
시설 .169 .052 .201 3.253 .001** .635
상품 .153 .057 .151 2.677 .008** .760

종속변수: 비재무적성과, 
R²=.283, 수정된 R²=.273, F-value=29.182, p=.000***, 

Durbin-Watson=1.787
(상수) .186 .327 - .568 .570 -
입지 .222 .052 .226 4.274 .000*** .850

서비스 .177 .079 .132 2.234 .026* .680
시설 .204 .066 .188 3.080 .002** .635
상품 .269 .073 .206 3.690 .000*** .760

종속변수: 재무적성과, 
R²=.300, 수정된 R²=.290, F-value=31.643, p=.000***, 

Durbin-Watson=1.795
*p<.05, **p<.01, ***p<.001

표 6. 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증

2)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p<.001) 회귀식이 도출되었으며, R²=.275로 
27.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을 초과하고 있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창업 성공요인인 입지(t=3.888, p=.000), 
서비스(t=2.545, p=.011), 시설(t=2.800, p=.005), 상
품(t=3.285, p=.001) 요인 모두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입지 요인의 β값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창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H2-1>, <H2-2>, 
<H2-3>, <H2-4>는 채택되었다.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p-value 공차한계B 표준오차 β
(상수) .230 .335 - .687 .492 -
입지 .207 .053 .209 3.888 .000*** .850

서비스 .207 .081 .153 2.545 .011* .680
시설 .190 .068 .174 2.800 .005** .635
상품 .245 .075 .186 3.285 .001** .760

종속변수: 창업만족도, 
R²=.275, 수정된 R²=.266, F-value=28.122, p=.000***, 

Durbin-Watson=1.8337
*p<.05, **p<.01, ***p<.001

표 7. 창업 성공요인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3) 경영성과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경영성과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표 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1) 회귀식이 도출되었으며, R²=.545로 54.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을 초과하
고 있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성과인 비재무적성과(t=6.689, p=.000), 재무
적성과(t=12.179, p=.000) 요인 모두 창업만족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재무적성과 요
인의 β값이 .545로 비재무적성과 보다 높게 나타나 창
업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H3-1>, <H3-2>는 채택되었다.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value p-value 공차한계

B 표준오차 β
(상수) .138 .198 - .696 .492 -

비재무적 .389 .058 .299 6.689 .000*** .763
재무적 .549 .045 .545 12.179 .000*** .763

종속변수: 창업만족도, 
R²=.545, 수정된 R²=.542, F-value=178.629, p=.000***, 

Durbin-Watson=1.751
*p<.05, **p<.01, ***p<.001

표 8. 경영성과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4) 경영성과의 매개효과의 검증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 Kenny[59]가 제시한 3

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있어서 경영성과 
중 비재무적성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성공요인 중 입지 요인과 창업만족도 간
의 영향관계에서 비재무적성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330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고, 2단계에서는 .365,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201, 매개변수가 .49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
와 창업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비재무적성과의 매
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419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374, 3단계에서
는 독립변수가 .167, 매개변수가 .495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시설과 창업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비재무적
성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432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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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99, 매개변수가 .479의 값
을 나타내고 있다. 상품과 창업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
서 비재무적성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회
귀계수는 .367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
서는 .383,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203, 매개변수가 
.490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
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
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는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
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공요
인인 입지, 서비스, 시설, 상품과 창업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비재무적성과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H4-1>, <H4-2>, <H4-3>, <H4-4>는 채택
되었다.

독립/매개
/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증단계

Stand.
β값 t-value p-value R2

입지/
비재무성과

/
창업만족도

1단계 .330 6.036 .000*** .109
2단계 .365 6.785 .000*** .133

3단계(독립변수) .201 4.079 .000***
.355

3단계(매개변수) .498 10.114 .000***

서비스/
비재무성과

/
창업만족도

1단계 .419 7.988 .000*** .176
2단계 .374 6.978 .000*** .140

3단계(독립변수) .167 3.221 .001**
.342

3단계(매개변수) .495 9.556 .000***

시설/
비재무성과

/
창업만족도

1단계 .432 8.274 .000*** .186
2단계 .406 7.676 .000*** .165

3단계(독립변수) .199 3.848 .000***
.351

3단계(매개변수) .479 9.255 .000***

상품/
비재무성과

/
창업만족도

1단계 .367 6.819 .000*** .135
2단계 .383 7.174 .000*** .147

3단계(독립변수) .203 4.067 .000***
.355

3단계(매개변수) .490 9.797 .000***
*p<.05, **p<.01, ***p<.001

표 9. 비재무적성과의 매개효과 검증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에서 있어서 경영성과 중 재무적성과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된 것과 같다.

구체적으로 성공요인 중 입지 요인과 창업만족도 간
의 영향관계에서 재무적성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
과, 1단계 회귀계수는 .387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고, 2단계에서는 .365,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15, 
매개변수가 .646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와 창업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재무적성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373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374,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가 .135, 매개변수가 .640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시설과 창업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재무적성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423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406, 3단계
에서는 독립변수가 .139, 매개변수가 .632의 값을 나타
내고 있다. 상품과 창업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재무
적성과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회귀계수는 
.406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2단계에서는 
.383,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123, 매개변수가 .641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
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
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는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
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공요
인인 입지, 서비스, 시설, 상품과 창업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재무적성과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H4-5>, <H4-6>, <H4-7>, <H4-8>은 채택되
었다.

독립/매개
/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증단계

Stand.
β값 t-value p-value R2

입지/
재무적성과

/
창업만족도

1단계 .387 7.263 .000*** .150
2단계 .365 6.785 .000*** .133

3단계(독립변수) .115 2.561 .001**
.488

3단계(매개변수) .646 14.372 .000***

서비스/
재무적성과

/
창업만족도

1단계 .373 6.951 .000*** .139
2단계 .374 6.978 .000*** .140

3단계(독립변수) .135 3.047 .003**
.493

3단계(매개변수) .640 14.394 .000***

시설/
재무적성과

/
창업만족도

1단계 .423 8.066 .000*** .179
2단계 .406 7.676 .000*** .165

3단계(독립변수) .139 3.043 .003**
.493

3단계(매개변수) .632 13.883 .000***

상품/
재무적성과

/
창업만족도

1단계 .406 7.674 .000*** .165
2단계 .383 7.174 .000*** .147

3단계(독립변수) .123 2.724 .007**
.490

3단계(매개변수) .641 14.148 .000***
*p<.05, **p<.01, ***p<.001

표 10. 재무적성과의 매개효과 검증

5)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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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채택유
무

가설 1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채택

1-1: 입지는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서비스는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시설은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상품은 비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입지는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서비스는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 시설은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8: 상품은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1: 입지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서비스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시설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상품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경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 비재무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재무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경영성과는 외식창업 성공요인과 창업만족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4-1: 비재무적성과는 입지와 창업만족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2: 비재무적성과는 서비스와 창업만족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3: 비재무적성과는 시설과 창업만족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4: 비재무적성과는 상품과 창업만족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5: 재무적성과는 입지와 창업만족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6: 재무적성과는 서비스와 창업만족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7: 재무적성과는 시설과 창업만족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4-8: 재무적성과는 상품과 창업만족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표 11.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식창업 성공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경
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영
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외식창업 
성공요인과 창업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입지, 서비스, 시설, 상품 

등 4개 하위요인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성공요인이 경
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공
요인의 하위 요인 모두 경영성과인 비재무적성과와 재
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김상호·박진환[9], Hansen[50], Young et al.[51]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외식창업 성공요인

은 경영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외식창업 성공요인의 하
위 요인 모두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김유정[48], 이무선[18] 등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창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영성과가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경영성과인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는 김철성[37], 한수임[52]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써 경영성과가 높아지면 창업만족도가 높
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경영성과는 외식창업 성공요인과 창업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손
무호[10], 이종성[4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의 향상을 통해 창업만
족도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외식창업 성공요인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
부분 창업의지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창업 후 태도로 나타날 수 있는 창업만족도까지 확장하
여 외식창업 성공요인이 경영성과와 창업만족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외식창업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기
존 연구들과의 차별성 및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식창업 성공요인과 창업만족
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경영성과의 매개효과를 추가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매개효과를 활용한 후속연
구들이 진행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외식창업 성공요인인 입지, 서비스, 시설, 상품 
요인 모두 경영성과인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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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인은 비재무적성과에, 입지요인은 재무적성과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영
성과 향상에 있어 특히 서비스와 입지 요인이 매우 중
요한 성공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성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과의 접촉 주체인 종
업원이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
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표준화시키고 종업원에 대한 교
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점포 입지
의 경우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힘든 부분이므로 새롭
게 외식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창업자들은 입지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외식창업 성공요인은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입지, 시설, 서비스, 상품 요
인은 창업 성공요인으로써 창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선행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식 점포가 눈에 잘 띄고, 교통
이 편리하며, 많은 주변 유동인구 보유 등 좋은 입지조
건을 갖춘 곳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점포의 주
변 환경이나 입지는 경영자가 임의대로 변화시키거나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입지에 대한 약점이 
있다면 고객들의 시선을 점포 내부의 시설 부분으로 끌
어들일 수 있도록 독특한 인테리어 조성, 쾌적한 실내 
환경 구비, 잘 정비된 공간배치 등을 통해 보완하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음식의 맛과 질에 대한 수준
을 높이고, 주력 메뉴의 보유 및 개발 등 상품에 대한 
차별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
의 요구에 친절하고 즉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영성과는 창업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영성과의 달성 정도가 
클수록 창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따라서 창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 
수익률 등 재무적성과를 꾸준히 유지 및 증가시키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좋은 
평판 및 이미지 구축 등 비재무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
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경영성과는 외식창업 성공요인과 창업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경

영성과가 외식창업 성공요인과 창업만족도 사이에서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따라서 창업 시 입지조건을 잘 파악하여 좋은 입지
를 선정하여 내·외부시설 및 환경을 잘 구비하고, 차별
화된 상품과 질 좋은 서비스 등의 성공요인들을 잘 조
화시켜 운영함으로써 경영성과의 증진을 통해 창업만
족도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매개변수로서
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성과를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순이익, 투자자본 대비 수익률, 시장점유율 
등 재무적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고객만족
도를 높이고, 기존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고
객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평가를 받는 등 비재무적성과
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추출에 있어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외
식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
화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표본추출지
역을 확대하여 연구한다면 일반화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의 재무적성과 측정에 
있어 객관화된 자료인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
인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재무적성과에 대한 
외식창업자의 정량적 인지와 지각 정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객관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보
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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