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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창업교육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실제 창업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본 논문은 정부의 다양한 창업자 지원사업 중 창업성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다수의 창업실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창업기업은 객관적인 재무자료로는 평가할 수 없고 

창업자의 개인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야하는 불확실성이 높다. 또한 개인적 경험이든 학습이든 어떠한 요인

이 영향을 미쳐 특정 분야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 창업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많은 선행연구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 방향으

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성공 중 특히 3~7년차 기업의 생존의 열쇠인 매출을 중심으로 창업자

의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업가 정신에 대한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 분석, 둘째, 시장지향성에 대한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셋째, 고객지향성에 대한 창업자

의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넷째, 경영환경변화 이해도에 대한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매

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다섯째, 제품차별화 역량에 대한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여섯째,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에 대한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 등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제품차별화 역량과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에 대한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정신과 고객지향성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제품차별화 역량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고객지향성은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자기효능감 구성인자

간에는 경로가 존재하고 경로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면 창업기업의 매출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 창업기업의 생존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경로를 설정하고 자기효능감을 강화해야 창업기업

의 생존과 창업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기업 자기효능감, 기업가정신, 시장지향성, 고객지향성,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 제품차별화 역량, 비즈니스모

            델 구축역량

Ⅰ. 서론

정부는 2009년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기술창업자’를 만드는 공급중심의 정책은 효과를 

나타내어 신설법인 수가 매년 2자리 이상으로 증대 되었다. 
그러나 신설법인 수의 증대 이상으로 죽음의 계곡에 직면하

는 창업기업이 증대되어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창업기업 3년 생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5년) 회원국 26개국 중 25위를 기록한 것은 창업정책에 대

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 창업기업의 3년 생

존율은 39%로 스웨덴(75%), 영국(59%), 미국(58%), 프랑스

(54%), 독일(5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2017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 2015년 기업생명 행정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창업을 시작한 기업 중 2014년도 생존 기업은 62.4%
에 불과했다. 2년차에는 47.5%가 생존했고, 3년째까지 기업활

동을 유지하는 기업은 전체의 38.8%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

에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여 2016년부터 3년 이상 된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으며 다양한 

규제개선과 자금지원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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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초기 창업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

으로 생존체력과 사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 지

원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

기업에게 필요한 교육과 자금, 제도적 지원 등으로 이뤄어져 

있다. 그러나 많은 부처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지원사업이 무차

별적으로 창업기업에게 제공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고 사업성공으

로 이끌 수 있는 매출증대에 필요한 것일까? 이러한 다양한 

지원들은 모두 같은 단계일까? 아니면 이러한 지원사업들 또

는 기업의 생존능력을 고려할 때 상호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 정답은 없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을 깊게 연구한 

선행연구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또한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용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

공을 위해서는 매출이 필요하고 이러한 매출을 어떻게 증대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

자를 고려하고 실제로 창업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선행연구 검토
2.1 창업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2.1.1 기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창업지원정책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본바  창

업기업의 성공요인은 기업가정신, 기업가 특성, 기업가의 교

육 및 경험정도, 기술력 또는 제품 우수성, 시장 트랜드 및 

경영 전략, BM(비즈니스 모델), 기업자원과 조직능력, 조직특

성 등으로 파악되었다. 기업의 성과를 숫자로 표현 가능한 재

무적 성과와 보이지 않는 자산인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면(Zirger & Maidique, 1990), 창업기업의 성과도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기업 성공요인을 살펴본바,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기업가 정신이 대부분 바탕이 되어 위험을 감

수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창업가의 기술적 능력과 네트워크 

능력 등이 융합되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 국내 창업 성공요인 연구현황  

   

<표 2> 해외 창업 성공요인 연구현황  

연구자 창업성공 요인 종속 변수

Bantel(1997)
제품리더쉽전략, 제품·시장 지향성,
이해관계자 참여, 권한위임, 환경 등

성장률,
영업이익,

재무적 안정성 
등

Li(2001)
제품혁신전략, 마케팅 차별화,
시장규모전략, 산업성장 등

재무적 성과,
시장 성과

Atuahene-Gima
(2001)

제품혁신전략, 정부지원, 환경변화,
전략적 협업, 정책 네트워크 등

ROI, 영업이익,
ROA, 매출성장 

등

Zahra &
Bogner(2000)

경쟁환경, 기술전략, 시장규모 등
ROE, 시장 

점유율 증가 등

Marino & de
Noble(1997)

산업, 고객유형, 경쟁자 수, 경영자 
경험 등

매출성장

Timmons(1994)
몰입과 신념, 리더쉽, 기회추구,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도 등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Lumpkin &
Dess(1996)

기업가 정신, 환경적 요인, 조직적 요인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McGee &
Dowling(1994)

산업경험, 기술경험, R&D협력, 총 자산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Omri et
al.(2015)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재정적 자본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Groenewegen
& Langen

(2012)

급진적 혁신, 창업조직 특성,
기업가 특성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Gelderen et
al.(2006)

창업가의 특성(풀타임, 위험관리 능력),
조직, 환경, 차별화 전략, 자본규모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Sandberg &
Hofer(1987)

경험, 산업의 진입장벽, 차별화 전략,
산업진화단계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2.1.2 창업자의 자기효능감

심리학은 인간의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개인고유의 특

성변수와 환경변수 2가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

인의 특성변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개인 

고유의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결과에 대한 설명의 변

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자기효능감이다(권혁찬, 2018). 
자기효능감은 심리학에서 연구되는 변수이지만 최근에는 창

업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경영학분야에서도 자

연구자 창업성공 요인 종속 변수

권미영(2012)
기업가 특성, 기술능력, 네트워
크 특성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김현수(2016)
조직문화, 기업가정신, 리더쉽,
조직몰입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박홍선(2012)
내·외적 사회적 자본, 혁신, 시
장지향성

사업화 성과, 재무적·비
재무적 성과

장동관(2013)
전략적 지향성, 제품가격 관리
역량, 제품품질 관리역량

매출, 수익, 고객만족도,
실행

최태문·조성의
(2012)

비용절감, 경영혁신, 마케팅 차
별화, 조직활성화, 업무개선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박성주(2010) 기업가 정신, 자원, 산업, 전략
재무성과, 조직성과, 제
품성과

송치승·박재필
(2013)

창업, 입지, 판로, 자금, 세제,
기술

총 자산영업이익률, 매
출액 영업이익률

이장우·장수덕
(1998)

기업가의 학력, 전공 관련성,
경험, 성취욕구, 적대적 환경,
기술혁신, 차별화 전략, 외부자
원 활용전략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지성권·오상희
(2008)

창업자의 경력, 조직구조, 조
직문화, 마케팅 지향성, 경영전
략, 능력, 기업입지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이용희(2014)

조직의 특성(기업문화, 정보공유,
의사소통 등), 전략적 특성(차
별화 전략, 혁신 전략, 국제화 
전략, 투자회수전략), 환경적 
특성 (산업의 진입장벽, 성장
률, 생태계, 제도 및 정책) 등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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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효능감의 개념을 도입하는 연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파악하

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동력인 강력한 해결의지와 해

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정신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신을 문제에 대한 자기효능감

이라고 할 수 있다(정대용과 박성희, 2016). 자기효능감은 창

업자가 기업의 최종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해 기업성공에 영

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자가적인 믿음, 판단, 확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창업에서의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정하고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말

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창업자는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2 창업자의 자기효능감 구성

2.2.1 기업가 정신

기업가정신 연구에 있어서 Joseph Schumpeter(1883∼1951)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기업가(entrepreneur)란 지금까지 없

던 새로운 생산법 및 아이템의 개발, 시장 및 유통경로 개척, 
조직 재편 등의 혁신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의 성공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창조적인 파괴를 지속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

다(임진혁, 2017 :재인용). Drucker(1985)는 기업가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Miller(1983)는 기업가 정

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3개의 단어로 개념화하였

고, 다른 선행 연구도 대부분 기업가 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유사하게 분류하여 연구하였다(박상용·김연정, 
2004 :재인용).
기업가 정신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정성적인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또한 정량적인 성과에 대한 정(+)의 영향을 증명한 다수의 연

구가 있으나, Hughes & Morgan(2007)은 위험 감수성이 기업

의 시장위험을 증가시키고 잦은 실패를 유발하여 시장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art(1992)도 시장의 불확

실성이 낮은 즉 생존과 성장이 안정정인 환경에서 기업가정

신은 오히려 시장위험을 증가시켜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를 제시하였다(임진혁, 2017).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은 사실이나 기업의 사업환경과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 물론 기업의 조건이 생존의 위험을 감수하더라

도 도전 외에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도모할 수 없는 환경

인 경우 유효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

환경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기업은 항상 생존과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모든 경우에 기업가 정신이 기업의 성과

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2.2.2 시장지향성

기업에서 과거 마케팅 전략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보면, 1980
년 이전에는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인식하는 대중마케팅이

었다면 1980년 이후에는 고객의 요구를 중심으로 고객을 세

분화하고 세분화된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직접 마케팅이 시

작되었다. 이런 변화는 1990년대에 제품을 중심에서 하는 마

케팅에서 고객을 중심으로 마케팅으로 인식이 변화되었고 고

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이 주류가 되

었다. 결국 고객이라는 집단을 대표하는 시장의 요구를 지속

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장지향성이다. Kohli & Jaworski(1990)은 시장지향성은 현재

와 미래의 고객요구에 대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생성, 정보보급, 정보대응 등 조직의 광범위한 시장정보생성 

및 대응활동이라고 하였다.
O'Dwyer & Ledwith(2010)는 시장지향성은 중·소기업과 대기

업 모두에게 성과 영향요인이지만 중·소기업에게는 기업 성과

의 대부분이 시장지향성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소
기업의 경우 시장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인 반면에, 대기업은 시장지향

성 외에도 경쟁자 지향성 및 기업 내·외부 상호작용 등 중·소
기업들보다는 더 다양한 영향요인들에 의해 성과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Hunt(1995)은 시장지향성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

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이러한 요인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다. 
Narver & Slater(1998)는 시장지향성은 기업성과에 유효한 영

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Webster(1988)는 시시장지향성은 기업

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시장지향성은 고객의 요구와 경쟁자와의 경쟁에

서 기업이 어떻게 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하는가에 대한 기업

행동지침서와 같다. 때문에 기업의 시장지향적인 행동지침이 

기업조직에 유기적으로 녹아든다면 기업의 성과에 유효한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선행연구에서 시장지향

성은 시장의 변화에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지침

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 기업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실행할 

때 기업의 시장지향적인 행동지침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자

와의 차별성을 만들어 내고 시장에서 기업이 이익을 내도록 

해주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2.2.3 고객지향성

고객지향을 연구한 선행 연구자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고객

지향성을 정의하고 있다. Naver & Slater(1990)는 고객지향성

을 시장지향성을 구성하는 개념 중에서 하위의 개념으로 시

장에서 고객과 경쟁자 등 시장이라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

는 시장지향성과 목표 고객이라는 구분된 소비자에게 중점을 

두는 개념을 고객지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고객지향성은 충

성도가 높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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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래의 충성고객을 만들기 위한 고객가치의 미래 예측이

라고 하였다(윤주형, 2018).
중·소기업은 시장전략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기

업 내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체계적이지 못해 대기업과 

비교할 때 고객지향성이 경영성과의 핵심적인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고객지향성은 중·소기업의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 내부에 공유하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고 기업의 행동원칙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Sexton &Van Auken, 1982).
Kohli & Jaworski(1990)는 고객지향성을 기업의 목표를 설정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보고 목표 시장의 

필요와 요구를 경쟁기업보다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만족과 가

치를 제공하는 마케팅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하였다.
Deshpande et al.(1993)은 고객지향성을 고객을 이해하고 파

악하는 과정을 통해 기업성과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라 하

였고, Fornell(1992)은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은 기업의 이

익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Williamson(1998)는 고객지향성은 고객요구를 이해하고 시장

의 경쟁기업보다 고객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업

에 적용하여 시장에서 경쟁자보다 우위를 창출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고객지향성은 고객욕구를 파악하고 시장에서 경

쟁기업보다 효과적으로 고객만족과 가치를 제공하는 마케팅

으로 기업의 목표달성 개념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고객지향성은 시장지향성의 하위의 개념이나 대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는 성과창출과 더 밀착된 관계에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시장지향성이 고객을 하나의 큰 

집단군으로 인식하고 시장변화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다면 고객지향은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역량을 목표고객에 더욱 집중한다고 할 수 있다. 중·
소기업은 시장의 다양한 변화보다는 당장의 매출을 올려 줄 

목표고객이 더욱 중요하므로 시장지향성보다는 고객지향성이 

중·소기업의 전략과 행동을 결정할 때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4 경영환경변화 이해도

이철수(2016)는 기업의 환경은 계속 변화고 있고, 변화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은 경영환경에 대한 변화에 민

감하고 변화에 대한 적응이 부족한 경우 기업의 생존과 직결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존의 핵심 요소인 경영환경을 2가지

로 나눌 수 있다. 내부환경은 조직자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

고, 외부환경은 시장의 기회, 위협, 내부조직과 시장의 제약요

인으로 설명하였다.
Ong & Ismail(2010)은 중·소기업 대상의 연구에서 중·소기업

의 내·외부 환경요인은 기업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외부 환경들을 활용하는 역량이 기업 차별화 및 비용우위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ourgeois(1980)는 기업의 환경을 이해하려면 일반적 환경과 

과업적 환경을 모두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 환경

은 기업과 시장에 간접적 접촉을 통해 전반적인 관련성을 가

지는 것으로 기술적,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고, 과업적 환경은 기업과의 직접적인 접

촉으로 기업과 직접관련성을 갖는 고객, 경쟁자, 정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신영수(2009)는 기술발달은 기업에게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직면하도록 하였으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은 지속적

인 혁신 하지 않고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응 할 수 없다

고 하였다. 기업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 기

업은 시장에서 경쟁자 대비 우위에 설 수 없고 경쟁우위를 

잃는다면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는 곧 매출액을 감

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Buganza et al.(2009)은 

경영환경변화는 시장에서 경쟁자의 전략 변화, 소비자의 신제

품 요구, 문제해결 기술, 시장에서의 신규 경쟁자의 출현 등

에 대한 준비 등을 어렵게 하는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화기조

를 경영환경의 미래  불확실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는 기업의 운영방향과 

경쟁전략 등의 수립에 필수요소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조직에 전파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2.5 제품차별화 역량

제품차별화는 1930년 이후로 경제학, 경영학, 마케팅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한 주제이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제

품차별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이유는 제품차별화가 기업의 

성과창출과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 때

문이다(박상준·천도정, 2005).
기업들은 시장에서 기업특유의 활동을 통해 기업성과를 높

이거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경쟁전략을 선택하게 된

다. 이런 경쟁전략 가운데 포터(Porter, 1980)는 제품차별화 전

략을 주요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품차별화란 기업이 생

산하는 제품들 중에서 소비자들에게 지각되는 미묘한 차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Albarran, 1996). 따라서 제품차별화 전략이

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 인지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노기영, 2001). 즉 차별화가 지향하는 것은 경쟁기업 대비 우

위를 만들고 충성고객을 창출하고 충성고객을 통해 가격 등 

여타 구매 조건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과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연성(2012)은 제품차별화 역량은 지속가능한 경쟁자 대비 

우의 창출의 요소로 보며, 제품차별화 역량은 시장에서 생성

되는 정보를 학습하고 조직에 내재화하는 과정을 통해 신규 

제품을 고안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Jayaswal et al., 
2011) 따라서 제품차별화 역량은 시장에서 경쟁자와 비교한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하세근(2011)은 연구를 통해 제품차별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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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수출성과와 관계에서 매개효과

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품차별화 역량은 수출을 시작하거나 

현지진출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gan et al.(2004)는 중·소기업 수출

성과에 영향인자로 경쟁적 우위요소는 비용, 제품차별화, 서

비스로 구분할 수 있고 제품차별화 우위요소는 시장 내에서

의 경쟁기업에 비해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품질, 디자인 또는 

다른 특성이 차별성을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제품차별화가 고객요구를 수용하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

를 제공하므로 시장에서 고객이 제품에 대한 장기적인 충성

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은 한정된 자원과 

역량이라는 제약이 있고, 국내가 아닌 국외시장에서 현지기업

과 경쟁할 때 어려울 수 있으나 고객이 인지할 수준의 뚜렷

한 차별화된 특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시장에서 현지기업 대

비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조연

성, 2012).
결국 제품차별화는 시장에서의 경쟁기업과의 대비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대비에서 경쟁적 우위를 갖는 요소를 

뜻한다. 그러나 경쟁적 우위를 갖기 위해 투여해야할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창업자에게는 집중화된 자원운용을 통해 최대

한 경쟁기업과 구별되는 차별화 전략으로 고객에게 인지될 

필요성이 있다. 고객에게 인지된 차별화 정도가 크다면 시장

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못하다면 시장에서 도

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6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하

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면이다. 기업이 고객에게 제

공하는 가치의 성격, 창출 방식, 고객 확보 방안 및 이윤 획

득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함으로

써 새로운 사업 확장전략의 틀 또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의 기본적인 틀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임홍탁·한정원, 2019). 비즈니스 모델이라

는 용어는 1957년 교육용 비즈니스 게임 구축에 대한 학술 

논문에 처음 언급되었는데(Bellman et al., 1957), 이후 인터넷

과 정보·통신기술의 보급으로 새롭게 출현한 인터넷 기업이 

기존 오프라인 기업과는 사업방식이 달라서 사업의 유지방식

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 오프라인 사업과의 차이점과 수익

성 확보방법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설명하게 

되었다(김용민, 2018). 또한 인터넷 기업의 새로운 가치와 수

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오프라인 기업과의 차이점

을 설명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

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에도 사용할 정도

로 의미가 확대되었다(김승찬, 2013).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의 연구는 점점 일반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사업분석의 단위로 활용되

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어떻게 비

즈니스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주는 시스템 관

점의 구조적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기업활동은 비즈

니스 모델의 개념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써의 역할을 한다. 넷째,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에

게 제공하는 가치창출 방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Zott et al., 
2011; 김용민, 2018 :재인용).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방식의 돈을 버는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용어의 정의

의 핵심은 기업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점이며 

이러한 전략은 돈 버는 방식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돈 버는 방식에 투여될 자원, 자원을 만들어 내고 활용하

는 방법,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해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유통시키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창출될 미래의 수

익은 어느 정도인지가 모두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건

물에 대한 설계도가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고 있

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궁극적

으로 어떻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에 이르는 과정이 모

두 함축되어 있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2.3 창업기업의 매출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이 목표를 달성 한 결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숫자로 볼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객 만족도, 조직원의 만족도, 조직 활동

의 효율성 등과 같이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

분에 대하여 비재무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단기간 내

에 그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다양

한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

다. 비재무적 성과의 중요성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성과를 수치화하기가 어렵고 경영성과와 직접적인 영

향을 실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객관화된 성과로써 

경영성과와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기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인

식되어왔다(이대희·진창현, 2016). 그러나 경영성과는 기술혁

신과 기술사업화의 결과로써의 경영성과는 R&D를 통한 제품

화 능력, 제품의 생산과 유통의 과정을 통한 매출과 시장에서

의 경쟁자 대비 경쟁력 우위의 확보 등으로 폭 넓게 정의되

고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는 재무적인 수익성이나 매출

의 증가와 같은 성장성과 같은 계량적 경영성과 측정지표들

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곽진구, 2016).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성과의 큰 틀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

적 성과로 나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재무적 성과는 기업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객관화가 어렵다는 

단점과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조금씩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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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재무적 성과의 영향을 구분하기

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성과를 정의하고 그 

중에서는 성장률의 측정지표인 손익계선서, 자기자본 이익률, 
영업이익률 등의 지표는 중견·대기업의 안정된 재무환경에서 

측정이 가능한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창업기업의 

생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매출을 중심

으로 재무적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기업의 특성상 1년
이라는 시간의 연속성 보다는 해마다 기업의 환경과 매출의 

증감이 크게 변함에 따라 3개년 평균 매출을 기업성과로 사

용하여 창업기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화 정도를 높이고자 한

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선

행연구에서 확인된 기업가 정신, 시장지향성, 고객지향성, 경

영환경변화 이해도,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 제품차별화 역

량을 중심으로 경영성과 중 기업생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창업기업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는 매우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비교

할 때 내부조직이 작고 기업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화하여 수

행하기 어려운 창업기업의 속성을 감안할 때 생존과 직결되

는 요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에서 대·중견기업보다는 창업·중소기업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확인된 핵심변수를 선별하였다. 변수의 선발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변수 간 영향관계를 고려하였고 본 논

문의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한다. 

※ 가설 15~22는 제품차별화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그림 1> 연구모형

 

그 결과 독립변수로는 기업가 정신, 시장지향성, 고객지향성, 
경영환경변화 이해도로, 매개변수로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

량과 제품차별화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경영성과

로 정하였으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재무적 특성과 비재

무적 특성 중 실증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재무적 특성 즉 매

출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의 측정은 재무적 성과 중 창업·중소기업의 생존에 

가장 영향이 큰 매출로 측정하였고, 매출은 창업진흥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이력성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2015~2017년 3개년의 매출발생 금액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창

업기업의 특성 상 매출의 유·무와 연도별 매출금액의 변동성

이 큰 점을 고려하였다.

3.1 연구가설

가설 1~3: 기업가정신과 창업기업의 매출

연구가설 1~3은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창업기업의 매출 간

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이다. 기업가 정신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많은 편이다. 이는 초기 창업기업

의 특성상 창업자의 특성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 중 재무적 성과의 하나인 창업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본 기업가정신

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리적 기반에 따라 설정한 연구가설 

1~3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기업가정신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2: 기업가정신은 제품차별화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 기업가정신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6: 시장지향성과 창업기업의 매출

연구가설 4~6는 창업자의 시장지향성과 창업기업의 매출 간

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이다. 시장지향성은 많은 선행연구에

서 언급되었으며 주로 마케팅과 마케팅 전략의 관점에서 다

루어졌다. 시장지향성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도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창업초기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시장지향성 보다 생존과 성장에 중요하다

(O'Dwyer & Ledwith, 2010).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향성이 창업초기기업의 경영성과 중 

재무적 성과의 하나인 창업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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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서 살펴 본 시장지향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리적 기반

에 따라 설정한 연구가설 4~6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시장지향성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5: 시장지향성은 제품차별화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6: 시장지향성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9: 고객지향성과 창업기업의 매출

연구가설 7~9는 창업자의 고객지향성과 창업기업의 매출 간

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이다. 고객지향성은 시장지향성을 연

구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세부 항목으로 언급된 경우가 많

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나의 소비자 즉 내가 목표로 하는 최

종 소비자에게 중점을 둔 고객은 시장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

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은 전략과 체계적인 내부 프로세

스의 부재로 고객지향성이 경영성과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다

는 연구결과(Sexton, Van Auken, 1982), 고객지향성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주기 위한 행위이나 결국 경제적 이득을 목

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연구결과(Mohammad, 2013), Deshpande 
et al.(1993)는 고객지향성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무적 성과 중 매

출에 고객지향성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다.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본 고객지향

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리적 기반에 따라 설정한 연구가설 

7~9는 다음과 같다. 
   
가설 7: 고객지향성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8: 고객지향성은 제품차별화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9: 고객지향성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12: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와 창업기업의 매출

연구가설 10~12는 창업자의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와 창업기

업의 매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이다.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내부적인 원인 이외의 

성공과 실패의 주요한 요인을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

경으로 정의하였다. Ong & Ismail(2010)는 내·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정보역량은 기업의 비용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신영수(2009)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며 매출액에 음(-)의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무적 성과 중 매

출에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규

명하고자 한다.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본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리적 기반에 

따라 설정한 연구가설 10~12는 다음과 같다. 

가설 10: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는 창업기업의 매출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는 제품차별화 역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와 창업기업의 매출

연구가설 13은 창업자의 제품차별화 역량과 창업기업의 매

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이다. 제품차별화는 1930년대부

터 경제학, 마케팅, 경영전략 등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해온 

주제이다. 이런 관심은 제품차별화가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박상준·천도정, 2005).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무적 성과 중 매

출에 제품차별화 역량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자 한다.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본 제품

차별화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리적 기반에 따라 설정한 

연구가설 13은 다음과 같다.  
  
가설 13: 제품차별화 역량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와 창업기업의 매출

연구가설 14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과 창업기업의 매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아

이디어의 실현, 새로운 사업의 시작, 기존 사업의 확장 등 다

양한 경쟁적 우위를 갖기 위한 전략 구상의 틀로 쓰이고 있

다(임홍탁·한정원, 2019). 비즈니스 모델은 비즈니스의 설계도

면이고 이러한 도면을 통해 기업의 수입원을 설명하는 것이

다(Timmers, 1998).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구축 

역량이 창업기업의 매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규

명하고자 한다.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 

본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리적 기반

에 따라 설정한 연구가설 14는 다음과 같다.

가설 14: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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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5~18: 제품차별화 역량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15~18은 제품차별화 역량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이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때 매개

변수가 가진 매개기능을 통해 나타나는 영향으로 정의된다. 
순서적으로 볼 때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같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있는 

변수이다. 즉 독립변수에도 영향을 받고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개기능을 가진 변수라는 것이다. 
조연성(2012)은 제품차별화는 제품혁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고 하였고, 하세근(2011)은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수출성

과를 이어주는 매개변수 제품차별화 역량을 통해 매개효과를 

실증하였고, Jaworski & Kohli(1993)는 시장지향성은 경영환경

변화 적응성에 영향을 받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높

으면 기업성과가 높다고 하였고,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논리적 기반을 근거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5: 기업가정신과 창업기업의 매출 간의 영향관계에서 

제품차별화 역량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6: 시장지향성과 창업기업의 매출 간의 영향관계에서 

제품차별화 역량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7: 고객지향성과 창업기업의 매출 간의 영향관계에서 

제품차별화 역량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18: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와 창업기업의 매출 간의 영

향관계에서 제품차별화 역량은 매개역할을 할 것

이다. 

가설 19~22: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19~22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의 매개효과에 관

한 가설이다.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을 매개효과로 설정한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을 독립변수로 연구한 결과는 많고 비

즈니스 모델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조직문화, 협상력, 학

습능력 등 다양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도 많이 있다.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매개효과로 하여 다른 독립변수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상황이라면 변수 간에는 매개효과와 

같은 간접효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Hamel(2000)은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설계도라고 하였고, 임홍탁·한정원(2019)은 비즈니스 모

델을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 그리

고 기존 사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 구상의 기본 틀이

라고 했다.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선

행연구의 논리적 기반을 근거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9: 기업가정신과 창업기업의 매출 간의 영향관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0: 시장지향성과 창업기업의 매출 간의 영향관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1: 고객지향성과 창업기업의 매출 간의 영향관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2: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와 창업기업의 매출 간의 영

향관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구성하는 연

구변수의 개념을 측정하였다. 설문내용은 선행연구를 중심으

로 창업기업에 적합한 설문문항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설문문

항의 공신력을 위해 당시 개발 중이던 창업진흥원의 자가진

단키트의 설문문항을 인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5년 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중 사전

에 멘토링 교육에 참석하는 창업기업의 대표(예비대표 포함), 
즉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1년 미만의 창업

기업의 대표를 대상으로 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600부이

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482부이었으며, 결측값 19부을 제외하

고 총 463부를 회수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창업기업의 

매출은 2015~2017년까지의 3개년 평균을 사용하여, 최종 2017
년 결산까지 생존한 기업은 322개(생존율, 69.5%)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017년까지 생존하지 못한 기업 141
개는 평균매출 산출이 불가능하여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기업가정신의 측정을 위해서는 박재환·안태욱(2016)의 측정

문항을 참조하여 창업진흥원의 자가진단키트 개발 담당 전문

가 3인의 의견을 구해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측정을 위해 가

장 필요한 4가지를 선정하였고,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 

대한 준비성, 혁신에 대한 설득력, 실패에 대한 위험감수성, 
상황에 대한 통찰력으로 측정항목을 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점 리커도 척도의 단점인 중심화 경

향을 보완하기 위해 7점 리커드 척도를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시장지향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O'Dwyer & Ledwith(2010)의 

측정문항을 참조하여 창업진흥원 자가진단키트의 항목 중 선

행연구에서 언급된 가장 주요한 인자 4가지를 선택하였고, 측

정을 위해서는 7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시장지향성은 

아이템의 사업기회, 시장의 성장성, 시장에서의 제품위치, 타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4권 제5호 (통권65호) 69

겟고객의 존재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고객지향성은 윤주형(2017)의 측정문항을 참조하였고, 창업

진흥원 자가진단키트의 항목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경영성과

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총 6가지의 

측정항목을 선택하였고, 측정을 위해서는 7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고객지향성은 고객의 특성 인지, 경쟁제품의 문

제점, 개선 아이디어 수준, 제품의 장점, 타겟고객의 규모, 타

겟고객의 유치로 구성하였다.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는 신영수(2009)와 Ong & Ismail(2010)

의 측정문항을 참조하여 창업진흥원 자가진단키트의 항목 중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된 환경의 구분을 중심으로 5
가지 측정항목을 선택하였고, 7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는 법·제도적 환경변화, 소비자 트랜드 

변화, 사회·문화적 변화, 경제환경의 변화, 환경영향요인(환경

오염 등) 변화로 구성하였다. 
제품차별화 역량은 Porter(1980) 및 하세근(2011)의 측정문항

을 참조하여 창업진흥원의 자가진단키트의 항목 중 선행연구

에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혁신과 기업성과의 매개효

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반영 된 5가지의 측정항목을 선

택하였고, 7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제품차별화 역량은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제품의 신규진입 장벽, 제품의 개선정

도, 경쟁자와의 가격 경쟁력, 기술·아이디어의 보호로 구성되

었다.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은 김용민(2018)과 장상필(2015)
의 측정문항을 참조하여 창업진흥원의 자가진단키트의 항목 

중 선행연구에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혁신, 시장지

향, 고객지향과 기업성과 간의 매개효과를 보이는 항목 4가지 

측정항목을 선택하였고, 7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비즈

니스 모델 구축 역량은 경쟁자의 비즈니스 모델, 본인의 비즈

니스 모델, 유통경로의 확보, 제품 손익분기점으로 구성되었

다. 마지막으로 기업성과는 기업성과 중 재무적 지표 내에서 

매출만을 사용하였다. 매출은 매년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이력관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매출이 일정 경향성

이 없이 움직이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 3개년의 평균(2017
년 기준 전기 2개년 포함)을 사용하였다. 

3.4 조사대상기업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은 2017년 기준 응답기업의 업력, 2015~17년 

평균매출액, 나이, 직군, 학위, 성별, 지역으로 기업체의 특성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업의 업력은 1년 이하 19.9%, 1년~2년 이하 67.4%, 2년~3

년 내외 19.9%로 분포하였고, 성별은 남자 창업기업 대표가 

85.4%, 여성 창업기업 대표가 14.6% 남자 창업기업 대표 비

율이 매우 높았다. 학위는 대학원 박사 18%, 대학원 석사 

17.4%, 대학교 학사 43.2%, 전문학사 9.3%, 고졸 이하 12.1%
로 분포되었다. 직군은 교수 5.9%, 대학원생(박사과정 포함) 
4.3%,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9.3%, 전문 연구원 3.1%, 일

반인/퇴직자 54.0%, 재직자(연구원 및 교수 제외) 23.3%로 구

성되었다. 지역은 서울, 경기, 전남이 10% 이상의 분포를 보

였고 나머지 지역은 한 자리수의 분포를 보여 수도권 전체가 

32.3%로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나이는 20대 10.2%, 30대 

23.9%, 40대 37.3%, 50대 23.3%, 60대 5.3%로 사회경험이 어

느정도 있는 30대부터 50대까지가 구성 비율이 높았다. 
매출액(3개년 평균)은 1천만원 이하 16.1%, 1천만원 초과~1

억 이하 45.0%, 1억 초과~5억 이하 28.6%, 5억 초과~10억 이

하 4.7%, 10억 초과~20억 이하 3.1%, 20억 초과~30억 이하 

1.6%, 30억 초과~40억 이하 0.6%, 40억 초과 0.3%로 1천만원 

초과~1억 이하 45.0%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표 3>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기업의 일반적 특성 (N=322)

구 분 빈도 수 %

기업업력

2014년 64 19.9
2015년 217 67.4
2016년 41 12.7

성별
남 275 85.4
여 47 14.6

학위

대학원(박사) 58 18.0
대학원(석사) 56 17.4
대학교(학사) 139 43.2
대학(전문학사) 30 9.3

고졸이하 39 12.1

직군

교수 19 5.9
대학원생 14 4.3

대학재학생(휴학생 포함) 30 9.3
전문 연구원 10 3.1

일반인/퇴직실업자/기타 174 54.0
재직자(연구원 및 교수제외) 75 23.3

지역

강원 18 5.6
경기 43 13.4
경남 3 0.9
경북 7 2.2
광주 12 3.7

대구 28 8.7

대전 22 6.8
부산 30 9.3
서울 61 18.9
세종 2 0.6
울산 15 4.7
인천 9 2.8
전남 33 10.2
전북 8 2.5
제주 15 4.7
충남 8 2.5
충북 8 2.5

나이

20대 33 10.2
30대 77 23.9
40대 120 37.3
50대 75 23.3
60대 17 5.3

매출액
(3년 평균)

1천만원 이하 52 16.1
1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145 45.0

1억 초과 ∼ 5억 이하 92 28.6
5억 초과 ∼ 10억 이하 15 4.7
10억 초과 ∼ 20억 이하 10 3.1
20억 초과 ∼ 30억 이하 5 1.6
30억 초과 ∼ 40억 이하 2 0.6

40억 초과 1 0.3
합계 322 100



이준성·송인암

70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4  No.5 

IV. 실증결과분석

4.1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변수의 개념 측정을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SPSS 25.0을 사용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설문응답의 신뢰성

은 각 요인별 구성 항목간의 내적 일관성의 관점에서 

Cronbach's α계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4.1.1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hronbach’s α(alpha) 계수를 

이용한다. Chronbach’s α(alpha)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잠재변수들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Chronbach’s α 값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0.5 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만큼 <표 3>을 보면 신뢰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본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는 0.799,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 결과 x2=2,337.128, df=378, p=.000으로 표본과 측정항목은 

유의한 수준에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총 분산의 설명력은 57.91%로 사회과학에서 대체적으로 

60%내외의 설명력을 받아들이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변수들

이 변수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요인 적재값은 0.5이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

해 잠재변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항목의 집

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 독립변수(자기효능감) 탐색적 요인분석

<표 5> 신뢰성 분석결과

잠 재 변 수 문항 수 Chronbach’s α

기업가정신 3 0.630

시장지향성 3 0.561

고객지향성 5 0.748

경영환경변화이해도 4 0.780

제품차별화 역량 5 0.673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 4 0.606

4.1.2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5>의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SMC 값을 측정하였다. 먼저 결과를 살펴보면 

x2=383.802, df=215, p=.000, CMIN/DF=1.785, GFI=0.908, 
AGFI=0.882, CFI=0.906, RMR=0.117, RMSEA=0.049, 
NFI=0.812, IFI=0.907로 나타났다. 카이제곱(x2)값이 

383.802(p=.000)으로 나타나 측정모델은 기각되어야 한다. 그

러나 카이제곱 검정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어 다른 

적합도 지수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특히 

CFI 값이 0.9이상이고 GFI 값도 0.9이상이고 AGFI 값이 0.9에 

조금 못미치지만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 값이 0.9 이
상임을 고려할 때 모델 적합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성 개념
성 분

1 2 3 4 5 6

기업
가정
신

창업에 대한 
준비성

0.116 -0.018 -0.021 0.749 0.040 0.154

혁신에 대한 
설득력

0.125 0.103 0.044 0.743 0.123 -0.003

상황에 대한 
통찰력

0.129 0.065 0.202 0.677 0.054 -0.103

시장
지향
성

시장의 
성장성

0.162 0.314 0.132 0.070 -0.040 0.690

시장에서의 
제품 위치

0.032 0.053 0.126 0.008 0.117 0.827

타겟 
고객층의 
존재

0.319 0.070 0.004 0.084 0.011 0.740

경영
환경
변화
이해
도

법·제도적 
환경

0.092 0.602 0.027 -0.082 0.019 0.119

소비자 
트랜드 변화

0.037 0.790 -0.062 0.038 0.055 -0.029

사회·문화적 
변화

0.077 0.857 0.001 0.026 0.078 0.018

경제환경의 
변화

0.045 0.762 0.085 0.134 0.061 0.068

환경영향
요인

-0.029 0.509 -0.073 0.070 -0.039 0.001

제품
차별
화 
역량

경쟁제품과
의 차별성

0.053 -0.109 0.521 0.152 0.055 0.179

제품의 
개선정도

0.258 -0.041 0.696 0.106 -0.013 0.043

경쟁자와의 
가격경쟁력

0.098 0.062 0.744 -0.080 0.223 -0.024

기술·아이디
어의 보호

0.199 0.022 0.777 0.135 0.104 0.048

고객
지향
성

고객의 특성 
인지

0.653 -0.024 -0.012 -0.011 0.139 0.264

경쟁제품의 
문제점

0.642 0.076 0.196 0.161 0.092 0.001

개선 
아이디어 
수준

0.524 0.304 0.230 0.182 0.043 0.082

제품의 장점 0.770 -0.022 0.186 0.120 -0.010 0.113

타겟 고객의 
규모

0.723 0.065 0.116 0.060 0.136 -0.010

비즈
니스 
모델 
구축
역량

경쟁자의 
비즈니스 
모델

0.402 0.020 0.073 0.126 0.520 -0.081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

0.157 0.149 0.079 0.127 0.694 -0.058

유통경로 
확보

0.079 -0.025 0.166 0.041 0.729 0.223

제품의 손익 
분기점 0.023

0.099 0.041 0.112 0.609 0.071

고유값(Eigen Value) 5.501 2.712 1.558 1.491 1.412 1.258

누적 분산 57.91

KMO=0.799 x2=2,337.128 df=378 p=.000
요인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 베리맥스, 변수제거 후 문항 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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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확인적 요인분석 

개 
념

측정변수
요인
적재치

표준화
요인
적재치

S.E C.R SMC
신뢰
도(α)

기업
가정
신

기업가 정신 4 1 0.544 - 0.000* 0.296
0.653기업가 정신 2 0.924 0.71 0.136 6.791 0.504

기업가 정신 1 0.885 0.604 0.133 6.673 0.365

시장
지향
성

시장지향성 4 1 0.878 - 0.000* 0.770
0.720시장지향성 3 0.818 0.481 0.202 4.056 0.231

시장지향성 2 0.899 0.651 0.158 5.662 0.400

경영
환경
변화
이해
도

경영환경변화 5 1 0.425 - 0.000*

0.749
경영환경변화 4 1.173 0.70 0.170 6.916 0.491
경영환경변화 3 1.590 0.862 0.219 7.258 0.743
경영환경변화 2 1.299 0.741 0.184 7.043 0.549
경영환경변화 1 1.108 0.533 0.180 6.168 0.284

고객
지향
성

고객지향성 5 1 0.524 - 0.000* 0.401

0.745
고객지향성 4 0.885 0.633 0.114 7.759 0.501
고객지향성 3 0.919 0.708 0.112 8.215 0.326
고객지향성 2 0.981 0.571 0.134 7.304 0.351
고객지향성 1 0.974 0.593 0.130 7.468 0.341

제품
차별
화 

차별화 역량 1 1 0.466 - 0.000* 0.218

0.736
차별화 역량 3 1.233 0.602 0.181 6.819 0.362
차별화 역량 4 1.458 0.636 0.208 6.995 0.404
차별화 역량 5 1.805 0.837 0.242 7.457 0.701

비즈
니스 
모델 
구축

비즈니스 
모델 4

1 0.43 - 0.000* 0.410

0.686

비즈니스 
모델 3

1.122 0.623 0.210 5.338 0.388

비즈니스 
모델 2

0.855 0.640 0.160 5.346 0.185

비즈니스 
모델 1

0.894 0.673 0.190 5.887 0.481

x2=383.802, df=215, p=.000, CMIN/DF=1.785, GFI=0.908, AGFI=0.882,
CFI=0.906, RMR=0.117, RMSEA=0.049, NFI=0.812, IFI=0.907

<표 7> 측정모델의 집중/판별 타당성 검증결과

개 념 측정변수
표준화 
요인적재

치
S.E C.R p C.R AVE

적합
여부

기업
가정
신

기업가정신 4 0.544

0.740 0.490 수용기업가정신 2 0.71 0.136 6.791 ***

기업가정신 1 0.604 0.133 6.673 ***

시장
지향
성

시장지향성 4 0.878
0.741 0.502 적합시장지향성 3 0.481 0.202 4.056 ***

시장지향성 2 0.651 0.158 5.662 ***

경영
환경
변화
이해
도

경영환경  5 0.425

0.820 0.491 수용

경영환경  4 0.70 0.170 6.916 ***
경영환경  3 0.862 0.219 7.258 ***
경영환경  2 0.741 0.184 7.043 ***
경영환경  1 0.533 0.180 6.168 ***

고객
지향
성

고객지향성 5 0.524

0.823 0.485 수용

고객지향성 4 0.633 0.114 7.759 ***
고객지향성 3 0.708 0.112 8.215 ***
고객지향성 2 0.571 0.134 7.304 ***
고객지향성 1 0.593 0.130 7.468 ***

제품
차별
화 
역량

차별화 역량 1 0.466

0.795 0.504 적합
차별화 역량 3 0.602 0.181 6.819 ***
차별화 역량 4 0.636 0.208 6.995 ***
차별화 역량 5 0.837 0.242 7.457 ***

비즈
니스 
모델 
구축
역량

비즈니스 
모델 4

0.43

0.799 0.506 적합

비즈니스 
모델 3

0.623 0.210 5.338 ***

비즈니스 
모델 2

0.640 0.160 5.346 ***

비즈니스 
모델 1

0.673 0.190 5.887 ***

4.1.3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의 적합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표 

5> 모델적합 기준표를 통해 분석결과 값과 기준값을 비교하

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였다. 단순히 기준값을 맹목적으로 적용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연구모형의 모델적합도 여부를 판단했

다. 대부분의 적합도 지수는 기준치를 충족하거나 기준치에 

근사치 수준으로 분석되어 연구모형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수

준으로 판단된다. 연구모델의 적합도 검정결과 카이스퀘어 검

정은 모델로서 부적합하다고 분석되었으나 CMIN/DF 값이 

1.785로 3.0이하로 나타나 카이스퀘어 검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카이스퀘어 값은 모형적합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기준값을 확인하여 검정

결과를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적합도 기준은 GFI, CFI, IFI는 각 판단기준인 0.9이상

을 넘게 분석되었고 RMSEA는 0.049로 기준값인 0.05이하로 

나타나 좋음 판정을 받아 판단기준 상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단, AGFI, NFI가 기준값인 0.9에 다소 부족하게 분석되었

으나 표본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 값이 판단기준에서 더 

우선한다는 점을 볼 때 본 연구모델의 CFI 값은 0.906으로 이 

모델의 수용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적합도 등 모형의 검증이 완료되어, 경로 간 발

생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인 경로계수 값을 산출하였으며, 연구

가설 검증 결과를 통해 연구모형 분석결과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도출되었다.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경로간 발생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인 경로계수 값을 산출하

고 이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경로계수 

값이 도출되었다. 
가설 H1은 경로계수가 –0.347(C.R=-1.401, p=0.161)로 분석되

어 가설은 기각되며 기업가 정신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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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H2는 경로계수가 0.118(C.R=1.356, p=0.175)로 분석되어 

가설은 기각되며 기업가 정신은 제품차별화 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H3는 경로계수가 0.206(C.R=1.934, p=0.053)로 분석되어 

가설은 채택되며 기업가 정신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H4는 경로계수가 0.29(C.R=1.239, p=0.216)로 분석되어 

가설은 기각되며 시장지향성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H5는 경로계수가 -0.05(C.R=-0.61, p=0.542)로 분석되어 

가설은 기각되며 시장지향성은 제품차별화 역량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H6는 경로계수가 0.007(C.R=0.069, p=0.954)로 분석되어 

가설은 기각되며 시장지향성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H7은 경로계수가 –0.692(C.R=-2.066, p=0.039)로 분석되

어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은 단측 검증으로 영향을 정(+)의 

영향을 가정하였으나 결과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영향으로 검증되어 고객지향성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H8는 경로계수가 0.547(C.R=4.348, p=***)로 분석되어 

가설은 채택되며 고객지향성은 제품차별화 역량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H9는 경로계수가 0.378(C.R=2.981, p=0.003)로 분석되어 

가설은 채택되며 고객지향성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H10는 경로계수가 –0.461(C.R=-2.463, p=0.014)로 분석

되어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은 단측 검증으로 영향을 정(+)
의 영향을 가정하였으나 결과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음(-)의 영향으로 검증되어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는 창

업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H11은 경로계수가 -0.071(C.R=-1.095, p=0.273)로 분석

되어 가설은 기각되며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는 제품차별화 

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

다.
가설 H12은 경로계수가 0.084(C.R=1.099, p=0.272)로 분석되

어 가설은 기각되며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가설 H13는 경로계수가 0.563(C.R=2.346, p=0.019)로 분석되

어 가설은 채택되며 제품차별화 역량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설 H14은 경로계수가 0.883(C.R=3.028, p=0.002)로 분석되

어 가설은 채택되며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8> 연구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 로
표준
계수

표준
오차

C.R p
채택
여부

H1 기업가 정신 →
창업기업 
매출

-0.347 0.175 -1.401 0.161 기각

H2 기업가 정신 →
제품차별화

역량
0.118 0.089 1.356 0.175 기각

H3 기업가 정신 →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

0.206 0.158 1.934 0.053** 채택

H4 시장지향성 →
창업기업 
매출

0.290 0.095 1.239 0.216 기각

H5 시장지향성 →
제품차별화

역량
-0.05 0.048 -0.61 0.542 기각

H6 시장지향성 →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

0.007 0.08 0.069 0.945 기각

H7 고객지향성 →
창업기업 
매출

-0.692 0.235 -2.066 0.039 기각

H8 고객지향성 →
제품차별화 

역량
0.547 0.127 4.348 *** 채택

H9 고객지향성 →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

0.378 0.186 2.981 0.003* 채택

H10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
→

창업기업 
매출

-0.461 0.079 -2.463 0.014 기각

H11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
→

제품차별화
역량

-0.071 0.039 -1.095 0.273 기각

H12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
→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

0.084 0.067 1.099 0.272 기각

H13
제품차별화 

역량
→

창업기업 
매출

0.563 0.166 2.346 0.019* 채택

H14
비즈니스모
델 구축역량

→
창업기업 
매출

0.883 0.139 3.028 0.002* 채택

***P<0.001, **P<0.01, *P<0.05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에서 언급된 제품차별화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가설 

H15~H22이다. 매개효과는 간접효과로 표현되며 종속변수의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매개변수에 의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되는 것을 말한다. 매개효과를 검정하였

을 경우 유의한 값이 확인되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Bryman & Cramer, 1994).
이 연구모델에서의 간접효과는 기업가정신, 시장지향성, 고

객지향성, 경영환경변화 이해도와 창업기업의 매출 간의 경로

관계에서 나타난다. 매개효과를 보이는 독립변수는 제품차별

화역량과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으로 가설검정에서 창업기업 

매출에 강한영향을 주는 인자로 구성되었다. 제품차별화역량

의 Z값이 2.665(p=0.007)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며 제품차별

화역량은 고객지향성과 창업기업 매출간의 관계에서 유의미

한 정(+)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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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제품차별화 역량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가설 경 로
표준
계수

표준
오차

Z값 채택
여부계수 P

H2
기업가 
정신

→
제품차별화 

역량
0.118 0.089

H5 시장지향성 →
제품차별화 

역량
-0.05 0.048

H8 고객지향성 →
제품차별화 

역량
0.547 0.127

H11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

→
제품차별화 

역량
-0.071 0.039

H13
제품차별화 

역량
→

창업기업 
매출

0.563 0.166

H15
기업가 
정신

→
창업기업 
매출

1.235 0.216 기각

H16 시장지향성 →
창업기업 
매출

-0.996 0.319 기각

H17 고객지향성 →
창업기업 
매출

2.665 0.007* 채택

H18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

→
창업기업 
매출

-1.604 0.108 기각

 
다음으로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은 기업가정신과 창업기업 

매출간의 관계에서 Z값이 4.205(p=***)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

되었고 고객지향성과 창업기업 매출간의 관계에서 Z값이 

1.936(p=0.050)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은 기업가정신과 창업기업 매출과의 관계와 고객지

향성과 창업기업 매출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의 매개역

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9>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선행연구에서 창업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핵심 역량요인으로 언급된 다수의 요인 중에서 창업지원 정

책에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 6개의 요인이 모두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기업가정신이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에 영

향을 미치는 등의 단계적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모두 같은 

단계에 필요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가 정

신이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에 여향을 주고 비즈니스 구축

역량이 실제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직접 영향과 간접영향을 확

인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제품 차별성과 비즈니스 모델구축 

역량이 창업기업의 매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역량이

라면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기업가정신, 고객지

향성 등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숫자로 표시가 가능한 매

출이라는 기업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요인을 사용하였다. 사용 

시 창업기업의 매출 변동성을 고려하여 3개년 추적조사를 통

해 3년 평균 매출을 사용하였으며 3개년 조사 시 1개년차에 

조사대상은 463개였고 3년차 조사 시 휴·폐업 기업 141개를 

제외한 322개의 기업이 생존하여 생존한 기업을 표본으로 사

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변수는 기업가정신, 시장지향성, 고

객지향성, 경영환경변화 이해도, 제품차별화역량, 비즈니스모

델 구축역량이었고 이러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로 

창업기업의 3개년 매출평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구조화하

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세웠다. 이 후 연구가설 검증을 위

해 총 322개의 유효한 표본을 확보하여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5.0(회귀분석 프로그램)과 AMOS 22.0(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

서 기업가정신을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으로 비즈니스모델 구

축역량에 포함된 새로운 사업운영 구조자체를 기업가정신으

로 보아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창업기업의 매

출은 기업가정신과 같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기질이 바탕이된 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통해 현실

화 되었을 때 창업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고객지향성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음(-)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객지향성은 제품차별화

역량과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가설 경 로
표준
계수

표준
오차

Z값
채택
여부

계수 P

H3
기업가 
정신

→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
0.206 0.158

H6 시장지향성 →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
0.007 0.08

H9 고객지향성 →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
0.378 0.186

H12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

→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
0.084 0.067

H14
비즈니스
모델 

구축역량
→

창업기업 
매출

0.883 0.139

H19
기업가 
정신

→
창업기업 
매출

4.205 *** 채택

H20 시장지향성 →
창업기업 
매출

0.070 0.930 기각

H21 고객지향성 →
창업기업 
매출

1.936 0.050** 채택

H22
경영환경 
변화 
이해도

→
창업기업 
매출

1.230 0.21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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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품차별화역량과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고객을 알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의미하며 고객분석이 기반이 된 

전략이 제품차별화로 나타나고 이러한 제품차별화는 경쟁자

들보다 높은 시장우위를 제공함에 따라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객분석이 잘 된 경우 

핵심고객을 통해 어떻게 기업에 필요한 매출을 만들어 내고 

고객이 타겟시장이 되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모델을 만들어 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결국 고객지향성은 창업기업의 초기 매출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제품차별화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2개의 요인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초기 창업기업의 매출을 만들어 내기 위

한 전략 구성 프로세스의 기초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제품차별화 역량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Sobel Test를 통해 본 결과 고객지향성과 창업

기업의 매출간의 경로상에 유의한 정(+)의 관계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지향성이 강화되면 제품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자보다 우위를 확보하

게 된 경우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창업기업은 주어진 역량의 한계로 거시

적인 부분보다는 타겟고객을 알고 분석한 후 그것을 통해 차

별화라는 시장의 인식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매출을 만

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비즈니스모델 구축역량은 창업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Sobel Test를 통해 본 결과 기업가정신

과 고객지향성이 창업기업의 매출간의 경로상에서 유의한 정

(+)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모델은 시

장에 없던 새로운 돈을 버는 구조와 같은 것으로 비즈니스모

델 안에는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시도, 차별화된 제품, 시장유

통구조 등 다양한 전략적인 고려사항을 함의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시도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되고 차별화된 제품과 시장유통구조의 이해 등

이 비즈니스모델을 공고히 하여 결과적으로 창업기업의 매출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하여 창업이라는 학문적 시사점과 창업지원이라는 정

책적 실무적 관점에서의 접근이었으나, 3개년이라는 짧은 추

적조사의 한계로 성장에 필요한 추가적인 요인을 발굴하지 

못하였다. 또한 매출에 국한된 연구로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

장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창업성공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에는 실증적인 한계점이 있다. 현시점의 창업 교육에 대한 실

증적인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수행될 연구에서는 

창업이라는 국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기

업의 성공요인별 영향요인이 도출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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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ounder's Self-Efficacy

on the Sales of the Founding Company

Lee, Joon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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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ffect of the founder's self-efficacy on the sales of the founding company by focusing on the factors that are 
currently emphasized in the founding education. In particular, this paper starts from the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that the education 
that is being implemen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successful start-up among various government-based start-up support projects is 
failing to produce many start-up failures. Entrepreneurs cannot be assessed by objective financial data, but there is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tha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ir personal and learning abilities. In addition, many previous studies, which are likely 
to be successful when there is a high self-efficacy in a specific field due to the influence of factors such as personal experience or 
learning, will answer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start-up compan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the founder's self-efficacy on 
the sales of the founding firms, especially the sales that are the key to the survival of the founding firms.

This study has six major studies. First, to analyze whether the self-efficacy of entrepreneurs with respect to entrepreneurship affects the 
sales of entrepreneurs. Second, to analyze whether the self-efficacy of entrepreneurs with respect to market orientation affects the sales 
of entrepreneurs. Analysis of whether the founder's self-efficacy affects the sales of the founding firms. Fourth, analysis of whether the 
founder's self-efficiency affects the sales of the founding firms' understanding of management environment changes. An analysis of 
whether efficacy affects the sales of a start-up company, and sixth, an analysis of whether the founder's self-efficacy of business model 
building ability affects the sales of a start-up company.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self-efficacy of entrepreneurs on product differentiation capability and 
business model building capac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ales of entrepreneurs. The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and the customer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on business model building capacity. Also, it was 
confirmed that a path exists between the components of self-efficacy and that self-efficacy through the path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ales of the start-up compan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such a path and strengthening 
self-efficacy to create the survival and start-up performance of a start-up company if the goal of the start-up company is to survive 
when implementing various support projects for the start-up company. 

Keyword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Market Orientation, Customer Orientation, Understanding of Changes in Management 
Environment, Product Differentiation Capability,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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