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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 요인인 창업가 특성과 환경요인인 시장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소상공인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기존

의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주목하

였으며, 디지털 리터러시가 소상공인 개인·시장의 특성, 사업성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성과

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인 혁신성과 자기결정성, 시장특성인 시장의 경쟁정도와 성장성을 독립변

수로 도출하고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

할을 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자기결정성

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의 경쟁정도는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유

의한 영향이 없으며 시장의 성장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

효과의 경우, 혁신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가 있으며 시장의 경쟁정도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는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창업가 특성은 직접

적으로 사업성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시장특성은 간접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서 성과를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핵심주제어: 소상공인, 혁신성, 자기결정성, 경쟁정도, 성장성,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성과, 매개효과

Ⅰ. 서론

1.1. 연구배경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전례없는 규모의 피해와 충격

에 직면해 있다. 국내 경제에서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종
사자 수의 약 3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 19의 확산

으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사

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의 단계별 적용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소상공인은 비대면 거래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및 스마트기술의 적용은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 더욱 

빠르게 적용·확산되면서 비대면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확산

되고 있다. 이후 각 산업별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 

ation)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소상공

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의 적용과 비즈니스 기회 창

출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를 살펴보면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많이 부

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21년 7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은 조사대상의 15.4%로 매우 적으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도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과

는 대조적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쇼핑, O2O 등 

소상공인의 영업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서비스는 급속

도로 확대되고 있다. 2020년 기준 O2O 서비스 기업은 678개
로 전년 대비 123개(22.2%) 증가하였으며, 거래액 또한 1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6% 증가하였다. 구체적인 업종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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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소상공인 영역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외면하

고 전통적인 영업방식을 고수할 경우 매출을 확보하기 어려

운 상황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이라는 연구배경에 기초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를 설명하

는 데 디지털화 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

여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디지

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연구변수로 설정하여 사업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소상공인의 

창업성과 또는 사업성과를 설명하는 연구들에서는 소상공인

의 경영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역량(오상영, 2012; 이남주 

외, 2013; 황보윤, 2011; 윤명순·한필구, 2010; 박송춘·이유리, 
2020) 정부의 지원제도나 서비스(조준희·김찬중, 2010; 임현철, 
2015; 안장훈·김선근, 2017), 시장 등 환경특성(이충섭 외, 
2009; 정주임, 2012; 이남주 외, 2013; 정종희·조지운, 2014) 등

이 주요 독립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디

지털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소상공인

의 개인적 특성 중 창업가특성과 환경요소 중 시장특성에 주

목하였다. 소상공인은 창업경험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데 대규모의 자원이나 노하우 보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혁신성은 자

기결정성이라는 특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

가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기결정성이

란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능력(박세언, 
2016)을 의미한다.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디지털 

기술변화에 직면했을 때 기꺼이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고 

확장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장 환경은 소

상공인이 직면한 직접적인 과업환경 중 하나이다. 매출 규모

가 작은 소상공인에게 시장경쟁, 복잡성, 성장성은 성공적인 

사업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윤원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시장 경쟁정도

와 성장성에 대한 인식이 창업가특성과 함께 디지털 리터러

시를 통해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에

서 경쟁이 치열하고 성장성이 클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 돌파

구를 찾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적극적일 것으로 가정

하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소상공인을 대

상으로 창업가특성과 시장특성,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각 변수에 대

한 국내외 문헌연구를 진행한 후 연구가설을 도출한 후 변수

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실증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실

증연구 결과 변수 간 관계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여 

가설의 기각여부를 살펴보고 결과에 따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과 사업성과

소상공인은 소유자인 동시에 경영자로서 사업체 창업단계부

터 모든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상공인

이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타내는 개인적 특성

들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업성과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윤석욱·서근하(2003)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의 성별, 

학력, 나이, 성격, 경험 등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 성공과 실패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후 이남주 외(2013)은 소상

공인의 성장단계에 따라 경영자의 심리적 특성과 역량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특성은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행동통제위치, 모호성 수용능력으로 

측정하였고 역량특성은 사업경험과 전문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의 전략적 지향성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민진·전인오(2017)는 시장지향

성과 학습지향성이 소상공인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적 요인 중 창업가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창업가특성은 소

상공인이 가지는 역량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타고난 성격

보다는 후천적으로 교육과 경험에 의해 길러지는 역량이 사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대다수의 소

상공인이 창업의 경험을 토대로 하기 떄문에 창업가특성 중 

혁신성과 자기결정성 두 가지를 하위변수로 설정하였다. 관련

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과 혁신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잘 발견된다

(Sahut & Peris-Ortiz, 2014).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이 유일하게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소은영·박성환, 2015), 
창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김남표, 2018). 서

명길(2018)은 소상공인의 혁신성은 신뢰성과 함께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과 함께 자기결정성을 창업가적 특성으로 보고자 한다. 
자기결정성은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외부의 압력이나 

보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능력’이다(박세언, 2016). 소상공인의 창업동기에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와 같은 내재적 동기가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2019). 이러

한 내재적 동기는 초기 창업단계 뿐 아니라 사업기간 중 어

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동

기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 창업의지와 재창업의지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박세언, 
2016; 김성환 외, 2015) 창업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김남표·권영주, 2018). 이처럼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기결정성이 사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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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성과 함께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소상공인의 성과는 다양한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분류하여 

인지적 차원으로 측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소상공인의 사업

성과는 대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정량적으로 측정된 2차 자료

상의 값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으로 대상

으로 전국적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도 2018년으로, 체계적 데

이터를 수집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지각된 성과를 측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역량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송흥규

(2016)의 연구에서는 매출액 증가, 시장점유율 증가, 고객수의 

증가 등으로 성과를 측정하였다. 원종하·정대현(2017)은 소상

공인의 기업가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

해 매출액, 시장점유율, 고객의 선호도, 회사의 인지도를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황선재·허철무(2019)는 소상공인의 개인성

향과 시장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매출, 수익성의 재무적 성과와 고객유지율, 신규고객창출 등

의 비재무적 성과로 측정하였다. 남영휘 외(2021)의 연구에서

는 리더십 역량, 직무역량, 자원역량이 성과에 미칠 것으로 

보고 성과변수를 재무적 성과(매출증가, 영업이익, 자산수익

률, 자금흐름)와 비재무적 성과(고객충성도, 업무프로세스 표

준화, 협력업체와의 관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상

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업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1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인 혁

신성과 자기결정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1: 소상공인의 혁신성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소상공인의 자기결정성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3: 소상공인의 혁신성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4: 소상공인의 자기결정성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소상공인의 시장특성과 사업성과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소로부터 

유의미한 영향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의 환경 역시 사업활동

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중소

벤처기업부·통계청(2019)에서 소상공인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1위 상권쇠퇴, 2위 동일업종 경쟁심화로 지적한 것을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환경 중 가장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환경일 것이다. 이윤원 외(2009)은 소

상공인의 시장 환경특성을 시장경쟁, 시장복잡성, 시장성장성

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환경특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전

략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았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경쟁정도와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자 한다. 
양희순 외(2015)은 소상공인과 유사한 소비재를 다루는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쟁강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마케팅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보여준다. 마케팅

역량과 시장 경쟁강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역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상

권의 경쟁정도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장의 성장성 역시 소상공인의 경영성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충섭 외(2009)는 시장의 지속적 

성장가능성과 매출증가 가능성을 성장성으로 보았는데 시장

성장이 높은 소상공인이 더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함을 제시

하였다. 황선재·허철무(2019)는 소상공인의 시장의 성장률과 

사업기회, 시장규모의 적정성을 시장의 매력도로 보고 경영성

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시장매력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가설 2는 소상공인의 시장특성인 

경쟁정도와 성장성이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세부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소상공인의 시장특성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시장의 경쟁정도는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시장의 성장성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3: 시장의 경쟁정도는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시장의 성장성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문서를 통

한 글을 읽는 것 외에 다양한 기기에서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 요구됨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ICT 리터

러시 등 다양한 리터러시 개념들이 제시되어 왔다(김도헌, 
2020). 따라서 리터러시의 개념이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과 지

식, 새로운 매체환경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확장되었다(이동후, 2017). 규모가 영세한 기업은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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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의 도입과 적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rkofer & Murphy, 2009; Steyn & 
Leonard, 2012; Adeniran & Johnston, 2016).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특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자료를 확인, 접근, 관리, 통합, 평

가, 분석과 종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미디어 표현을 

창조하는 것,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디지털 도구를 적절

히 활용하고 그 과정을 성찰하는 개인의 인식, 태도와 능력으

로 볼 수 있다(Munzenmaier & Rubin, 2013). 소상공인의 디지

털 역량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이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

었는데 정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등의 개념으로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이재관·김선희(2007)는 소상공인의 정보 

리터러시가 온라인 활동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서

정헌(2010)은 소상공인의 정보 리터러시가 성장장애요인을 통

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강성한·이철성

(2018)의 연구는 온라인 광고 또는 O2O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이 있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채널 확장으로 인한 광고비용 증

가는 매출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직접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성원의 특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이 있다. 최지원·이희수(2019)
는 직무특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리터러시가 

매개하며, 최지원·이희수(2019)는 조직구성원의 인지적 유연성

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였다. 또한 김경선 외(2020)은 은행원의 Big5 성격요

인 중 개방성이 디지털 미디어 활용역량을 매개로 창업의도

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강경란(2020)은 중장년

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기업가정신 중 혁신

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리터

러시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기회인식 사이의 관계를 부분 매개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소상공인이 가지는 개인적 특

성 중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검증하

고자 한다. 매개효과 가설은 다음과 같이 가설 3과 4로 정리

하였다. 

가설 3: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

로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소상공인의 혁신성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재

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소상공인의 자기결정성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

로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소상공인의 혁신성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비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소상공인의 자기결정성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

로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소상공인의 시장특성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시장의 경쟁정도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재무

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시장의 성장성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시장의 경쟁정도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비재

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4: 시장의 성장성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비재무

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창업자특성과 시장특성을 독립변수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변수로 하여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실증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여 측정도구를 설정하였다. 각 문항은 조직과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리커트 5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창업자특성은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은 김남표·권영주(2018)의 연

구에서 제시한 정의를 토대로 하였다. 혁신성은 “새롭고 도전

적인 일을 선호하는 성향이자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적극적

인 자세”로 정의하였으며 자기결정성은 “본인 책임 하에 문

제를 해결하고 일을 통제·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혁

신성과 자기결정성 각각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시장특성은 소상공인이 인식하는 시장의 경쟁정도와 성장성

으로 보았는데, 이남주(2010), 이남주 외(2013)의 연구를 토대

로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였다. 경쟁정도는 경쟁자의 수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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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존재, 경쟁의 치열한 정도의 3항목으로 측정하였고  

성장성은 지속적인 시장가능성, 매출증가 가능성, 수익률 증

가 가능성, 시장점유율 증가 가능성의 4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이용능력과 

활용능력의 두 가지로 측정하였다. 이용능력은 컴퓨터의 이용

능력, 스마트기기의 이용능력, 소프트웨어와 앱의 이용능력 

등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활용능력은 인터넷을 통해 기본

생활, 공공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이 가능한지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강정묵 외, 2014; 허경아·정정희, 2011; 김우종, 
2016). 
종속변수인 사업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측

정하였다.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구와 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한 국내연구에서 측정도구를 참고하였다. 시장점유율, 
수익성, 고객증가율은 재무적 성과로, 생산성, 인지도, 만족도

는 비재무적 성과의 측정항목으로 사용하였다(Knight & 
Cavusgil, 2004; Lee & Sukoco, 2007; 원종하·정대현, 2017; 황

선재·허철무, 2019).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는 각각 3문
항으로 측정하였다.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출처는 <표 1>에서 정리하였다.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독립변수

혁신성

새롭고 도전적인 일과 
창조적인 행동을 선호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
김남표·권영주(2018)

자기결정성
본인 책임 하에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통제하는 능력

경쟁
경쟁자 수, 유사업체 존재,
주관적인 경쟁인식 정도 

이남주(2010),
이남주 외 (2013)

성장성
성장가능성, 매출층가가능성,

비교 수익률증가가능성,
시장점유율 증가가능성 

매개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이용능력 및 일상, 공공생활,
경제 및 문화적 행위를 위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강정묵 외(2014),
허경아·정정희(2011),

김우종(2016)

종속변수

재무적성과
시장점유율, 수익성,

고객증가율

Knight &
Cavusgil(2004),

Lee & Sukoco(2007),
원종하·정대현(2017)
황선재·허철무(2019)

비재무적성과 생산성, 인지도, 만족도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출처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0년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업체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총 512부의 유

효한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다. 
빈도분석으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였고 변수의 개

념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집중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평균

분산추출(AVE)을 실시하였고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 상관계

수 분석과 평균분산추출 값을 도출하였다.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α값으로 확인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가설검증을 위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가설검증

은 회귀분석을 통해 직접, 간접효과의 회귀계수와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는 간접효과의 계량화가 가능하고 붓스

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이 적용된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Hayes, 2018).

Ⅳ.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표본의 특성은 <표 2>
와 같다. 소상공인 사업체의 특징으로 창업의 형태, 사업기간, 
매출액, 종사자 수, 전자상거래 여부를 정리하였다. 창업의 형

태는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333명이 새 사업을 창업하였으

며 나머지는 기존업체 인수와 프랜차이즈, 가업상속으로 나타

났다. 사업기간은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수가 271명(52.9%)
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미만은 176명으로 34.4%를 차지하

고 1년미만은 65명으로 12.7%를 차지하였다. 매출액은 1억미

만이 가장 많았는데 217명으로 42.4%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

한 규모의 소상공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억 사이는 

138명(27%), 5-10억 사이는 42명(8.2%), 10억 이상은 115명
(22.5%)으로 집계되었다. 종사자 수 역시 1명이 가장 많았는

데 표본의 37.7%인 193명이 종업원 없이 1인 체제로 운영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체의 70.5%가 없

으며 약 30%는 전자상거래가 진행 중임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상공인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50대이상이 199명

(38.9%)으로 가장 많으며, 연령 순으로 비율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학력은 대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295
명(57.6%)으로 집계되었다. 직장경력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

로 나타났는데 441명, 86.1%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빈도수(명) 비율(%)

창업의
형태

새 사업 창업 333 65.0

기존업체 인수 96 18.8

프랜차이즈 47 9.2

가업 상속 36 7.0

사업기간

1년 미만 65 12.7

1-5년 176 34.4

5년 이상 271 52.9

매출액

1억 미만 217 42.4

1억 이상 5억 미만 138 27.0

5억 이상 10억 미만 42 8.2

<표 2> 표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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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타당성 및 신뢰성

본 조사에서 사용한 연구변수의 개념타당성과 신뢰성을 검

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표 4>같다. <표 3>은 개념

타당성 중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적합도를 보여주는 지수를 살펴보면 

χ2= 1047.388(p=.000), df=328, GFI=0.859, CFI=0.92, IFI=0.92, 
RMR=0.04로 수용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수

들의 요인적재치는 모두 0.6이상이며 t값은 모두 유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항목을 바탕으로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검증한 결과 모두 0.88이상, 평균분산추출은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개념신뢰도는 0.7, 평균분산추

출은 0.5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연구의 변수들의 값은 모두 기준치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집

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별타당성은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비교

하여 확인하였다.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다른 연구변수

와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나면 변수들은 판별가능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 4>를 보면 모든 연구변수의 평균분산추

출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보다 큼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판별타당성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을 보여주는 Cronbach’s α 계수 값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성 α=.831, 자기결정성 α=.791, 시장의 경

쟁정도 α=.871, 시장의 성장성 α=.901, 디지털 리터러시 α

=.928, 재무적 성과 α=.848, 비재무적 성과 α=.785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Cronbach’s α계수 값이 0.6이
상이 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측정변수 및 항목 표준부하량 t값 개념신뢰도 AVE Cronbach’s α

혁신성

A4 0.756 -

0.93 0.77 0.831
A3 0.722 15.47
A2 0.765 16.37
A1 0.733 15.71

자기결정성

B4 0.726 -
0.88 0.70 0.791B3 0.645 12.41

B1 0.661 12.664

경쟁정도

H3 0.818 -
0.92 0.80 0.871H2 0.832 22.025

H1 0.788 20.377

성장성

J3 0.823 21.69

0.94 0.78 0.901
J2 0.797 -
J1 0.82 20.308
J4 0.804 19.792

디지털 
리터러시

M3 0.664 15.301

0.96 0.73 0.928

M2 0.748 17.635
M1 0.799 -
M4 0.745 18.857
N1 0.787 20.368
N2 0.736 18.564
N3 0.718 17.928
N4 0.853 -

재무적
성과

P3 0.833 20.668
0.91 0.78 0.848P2 0.811 20.198

P1 0.882 -

비재무적
성과

Q3 0.857 25.843
0.91 0.77 0.785Q2 0.726 19.555

Q1 0.866 26.339

χ2=1047.388 p=.000, df=328
GFI=0.859, CFI=0.92, IFI=0.92, RMSEA=.066, RMR=0.04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3. 상관관계 분석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거친 후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변수

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 값을 통

해 확인하였는데 <표 4>에서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며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특성인 경

쟁정도가 시장의 성장성과 재무적 성과와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구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087에서 0.753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1 3.41 .696 .877

2 3.64 .639 .572** .837

3 4.05 .770 .177** .297** .894

4 3.06 .780 .329** .372** .068 .883

5 3.95 .693 .425** .452** .340** .209** .854

6 2.99 .742 .329** .364** .008 .689** .165** .883

7 3.17 .725 .372* .424** .087* .607* .259** .753** .877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

1.혁신성, 2.자기결정성, 3.경쟁정도, 4.성장성, 5.디지털리터러시, 6.재무적성과,
7.비재무적성과
* p<.05, ** p<.01,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값임

10억 이상 115 22.5

종사자 수

1명 193 37.7

2명 149 29.1

3명 69 13.5

4명 29 5.7

5명 이상 72 14.1

전자상거래 
있다 151 29.5

없다 361 70.5

연령

20대 33 6.4

30대 121 23.6

40대 159 31.1

50대 이상 199 38.9

학력

고졸 112 21.9

전문대졸 80 15.6

대졸 295 57.6

대학원졸 이상 25 4.9

직장경력
있다 441 86.1

없다 71 13.9

합계 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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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검증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거친 후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을 진행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인 가설 1과 

가설 2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고, 가설 3과 가설 4의 

매개효과는 붓스트래핑 기법을 통해 주효과·간접효과를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4.4.1.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시장특성과 사업성과

가설1은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과 사업성과의 관계, 가설 2
는 소상공인의 시장특성과 사업성과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서 정리하

였다. 우선 가설 1의 창업가특성인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이 재

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은 β=.188(p=.000), 자기결정성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은β=.273(p=.000)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재무적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혁신성의 회귀계수 값은 β

=.199(p=.000), 자기결정성의 회귀계수 값은 β=.320(p=.000)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혁신적이고 자기결정성의 정

도가 높을수록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혁

신성보다 자기결정성이 다소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볼 수 있

다. 
시장특성의 경우, 경쟁정도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에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성장성은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회귀계수를 살펴보

면, 경쟁정도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β=-.031(p=. 
344), 성장성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β=.700(p=.000)
으로 나타났다.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경쟁정

도의 회귀계수는 β=.052(p=.142), 성장성의 회귀계수는 β

=.614(p=.000)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시장의 경쟁정

도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성장성이 높을수록 사업

성과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

다.

4.4.2.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

가설 3은 창업가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디

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 가설 4는 시장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로 설정하였

다. 창업가특성 중 혁신성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재무

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혁신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B=.423, p=.000), 디지털 리터러시는 재

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므로(B=.0325, p=.5115) 매개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혁신성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

로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준다. 
혁신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B=.4230, 
p=.000), 디지털 리터러시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1288, p=.0066). 따라서 혁신성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결정성의 경우,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대하여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기결정성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하여는 유의한 정

(+)의 영향이 있으나(B=.4896, p=.000), 자기결정성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께 투입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가 재무적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B=.0000, p=.999) 비재무

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0886, p=.0595). 
이상의 결과에 따라 가설 3은 일부 지지되었다. 

구분

종속변수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β t값 p β t값 p

통제
변수

연령 -.019 -.454 .650 .011 .280 .780

학력 -.054 -1.305 .193 -.036 -.886 .376

직장경력 .064 1.543 .123 .049 1.209 .227

혁신성 .188 3.761 .000 .199 4.088 .000

자기결정성 .273 5.473 .000 .320 6.608 .000

F=19.590(p=.000),
adj. =.154

F=26.680(p=.000),
adj. =.201

<표 5> 가설 1과 2

(창업가특성, 시장특성과 사업성과의 회귀분석 결과)

통제
변수

연령 .066 2.030 .043 .097 2.704 .007

학력 -.040 -1.229 .220 -.014 -.398 .691

직장경력 .015 .452 .652 .004 .120 .904

경쟁정도 -.031 -.948 .344 .052 1.470 .142

성장성 .700 21.648 .000 .614 17.371 .000

F=93.942(p=.000),
adj. =.476

F=62.084(p=.000),
adj. =.374

변수 coeff se t p LLCI ULCI

종속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상수 2.5085 .1387 18.0857 .0000 2.2360 2.7810

혁신성 .4230 .0399 10.6020 .0000 .3446 .5013

F=112.4023, p=.000,  =.1806

종속변수: 재무적성과

상수 1.7132 .1986 8.6264 .0000 1.3230 2.1034

혁신성 .3366 .0493 6.8343 .0000 .2399 .4334

디지털
리터러시

.0325 .0495 .6570 .5115 -.0647 .1297

F=31.0932, p=.000,  =.1089

종속변수: 비재무적성과

상수 1.5251 .1894 8.0536 .0000 1.1531 1.8972

혁신성 .3332 .0470 7.0942 .0000 .2409 .4255

디지털
리터러시

.1288 .0472 2.7283 .0066 .0360 .2215

F=45.2904, p=.000,  =.1511

종속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표 6> 가설 3

(창업가특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성과의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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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
과 같다. 시장특성 중 경쟁정도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정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B=.3059, p=.000), 디지털 리터러시는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B=.196, p=.000). 이

때 경쟁정도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B=-.0523, p=.2432) 경쟁정도가 재무

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리터러시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

보면, 경쟁정도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

(B=.3059, p=.000), 디지털 리터러시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

는 영향 역시 유의한 값으로 나타났다(B=.2713, p=.000). 이 

때 경쟁정도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에(B=-.0009, p=.9839) 완전매개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경쟁정도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재무

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성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장성은 디지털 리터러시

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B=.1860, p=.000), 디지털 리터러시

는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28, p=.517). 따라서 성장성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

향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재무적 성과의 경우, 성장성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유의한 영

향이 있으며(B=.1860, p=.000), 디지털 리터러시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443, 
p=.0001). 이 때 성장성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

향은 유의하기 때문에(B=.5375, p=.000), 부분매개효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가설 4는 일부 지지되었다. 가설 4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시장특성은 창업가특성과는 달리, 대부분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쟁정도는 완전매개효과로 나타났

고 성장성은 비재무적 성과에 대하여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수 coeff se t p LLCI ULCI

종속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상수 2.7092 .1547 17.5142 .0000 2.4053 3.0131

경쟁정도 .3059 .0375 8.1593 .0000 .2322 .3795

F66.5741=, p=.000,  =.1155
종속변수: 재무적성과

상수 2.4262 .2197 11.0419 .0000 1.9945 2.8579

경쟁정도 -.0523 .0447 -1.1684 .2432 -.1402 .0356

디지털
리터러시

.1960 .0497 3.9460 .0001 .0983 .2936

F=7.7902, p=.0005,  =.0297
종속변수: 비재무적성과

상수 2.1005 .2105 9.9794 .0000 1.6870 2.5140

경쟁정도 -.0009 .0429 -.0202 .9839 -.0851 .0833

디지털
리터러시

.2713 .0476 5.6991 .0000 .1778 .3649

F=18.3156, p=.000,  =.0671
종속변수: 디지털 리터러시

상수 3.3796 .1215 87.8101 .0000 3.1409 3.6184

성장성 .1860 .0385 4.8367 .0000 .1105 .2616

F=29.3935, p=.000,  =.0439
종속변수: 재무적성과

상수 .9054 .1531 5.9131 .0000 .6046 1.2062

성장성 .6508 .0312 20.8339 .0000 .5895 .7122

디지털
리터러시

.0228 .0352 .6484 .5170 -.0463 .0919

F=230.1584, p=.000,  =.4749
종속변수: 비재무적성과

상수 .9528 .1616 5.8965 .0000 .6354 1.2703

성장성 .5375 .0330 16.3039 .0000 .4728 .6023

디지털
리터러시

.1443 .0371 3.8873 .0001 .0714 .2172

F=160.7884, p=.000,  =.3872

<표 7> 가설 4

(시장특성과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성과의 회귀분석 결과)

매개효과에 대하여 총 효과 및 직접,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붓스트래핑 분석을 진행하였다.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붓스트래핑 샘플을 5,000개로 지정하여 분

석하였다. 총 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LLCI와 

ULCI의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유의한 것으

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8>, <표 9>에서 정리하였다.
가설3-1의 혁신성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재무적 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해 총 효과와 직접효과는 유의하나 간

접효과는 .0138(-.0252∼.0536)로 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3의 혁신성이 디지털 리

터러시를 매개로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총 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 모두 LLCI와 ULCI 값 사이에 0을 포함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직접효과는 총 효과에서 감소한 값으로 나타나 부

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설 3-2, 3-4의 자기결정성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상수 2.1655 .1584 13.6742 .0000 1.8544 2.4767

자기결정성 .4896 .0428 11.4348 .0000 .4055 .5737

F=130.7542, p=.000,  =.2041

종속변수: 재무적성과

상수 1.4475 .2071 6.9895 .0000 1.0407 1.8544

자기결정성 .4230 .0537 7.8785 .0000 .3175 .5284

디지털
리터러시

.0000 .0495 -.0008 .9993 -.0974 .0973

F=38.9881, p=.000,  =.1328

종속변수: 비재무적성과

상수 1.2240 .1961 6.2433 .0000 .8388 1.6092

자기결정성 .4378 .0508 8.6139 .0000 .3379 .5376

디지털
리터러시

.0886 .0469 1.8886 .0595 -.0036 .1807

F=58.0846, p=.00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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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유의하나, 간접효과 값은 LLCI
와 ULCI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분 effect se LLCI ULCI

혁신성 → 디지털 리터러시 → 재무적성과

총효과 .3507 .0446 .2628 .4379

직접효과 .3366 .0493 .2399 .4334

간접효과 .0138 .0202 -.0252 .0536

혁신성 → 디지털 리터러시 → 비재무적성과

총효과 .3877 .0428 .3036 .4717

직접효과 .3332 .0470 .2409 .4255

간접효과 .0545 .0208 .0157 .0970

자기결정성 → 디지털 리터러시 → 재무적성과

총효과 .4229 .0478 .3289 .5169

직접효과 .4230 .0537 .3175 .5284

간접효과 .0000 .0244 -.0480 .0486

자기결정성 → 디지털 리터러시 → 비재무적성과

총효과 .4811 .0455 .3918 .5704

직접효과 .4378 .0508 .3379 .5376

간접효과 .0434 .0237 -.0029 .0907

<표 8> 가설 3 간접효과 검증

가설 4-1의 시장의 경쟁정도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효과의 LLCI와 ULCI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0281∼.0962)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효과의 경우 LLCI와 ULCI의 값 사

이에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1402∼.0356)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으므로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3의 시장의 경쟁정도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간접효과는 유의하며

(.0501∼.1241),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므로(-.0851∼.0833) 
완전매개효과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설 4-2 시장특성인 성장성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유의하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0101∼.0179)으로 나타나 매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4-4의 성장성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총 효과

와 직접효과, 간접효과(.0109∼.0475)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따라서 부분매개효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설 검증결과

1-1 혁신성→재무적 성과 채택

1-2 자기결정성→재무적 성과 채택

1-3 혁신성→비재무적 성과 채택

1-4 자기결정성→비재무적 성과 채택

2-1 경쟁정도→재무적 성과 기각

2-2 성장성→재무적 성과 채택

2-3 경쟁정도→비재무적 성과 기각

2-4 성장성→비재무적 성과 채택

3-1 혁신성→디지털 리터러시→재무적 성과 기각 

3-2 자기결정성→디지털 리터러시→재무적 성과 기각

3-3 혁신성→디지털 리터러시→비재무적 성과 채택(부분매개)

3-4 자기결정성→디지털 리터러시→비재무적 성과 기각

4-1 경쟁정도→디지털 리터러시→재무적 성과 채택(완전매개)

4-2 성장성→디지털 리터러시→재무적 성과 기각

4-3 경쟁정도→디지털 리터러시→비재무적 성과 채택(완전매개)

4-4 성장성→디지털 리터러시→비재무적 성과 채택(부분매개)

<표 10> 가설검증 결과

Ⅴ. 결론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요인 중 창

업가특성과 시장특성, 디지털 리터러시에 주목하여 이론 및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독립변수는 창업

가특성 중 혁신성과 자기결정성, 시장특성 중 경쟁정도와 성

장성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

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비중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 및 

기기의 빠른 보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에서 디

지털 기술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도를 측정하는 디지

털 리터러시 정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요소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

구분 effect se LLCI ULCI

경쟁정도 → 디지털 리터러시 → 재무적성과

총효과 .0077 .0427 -.0762 .0915

직접효과 -.0523 .0447 -.1402 .0356

간접효과 .0599 .0173 .0281 .0962

경쟁정도 → 디지털 리터러시 → 비재무적성과

총효과 .0821 .0415 .0005 .1637

직접효과 -.0009 .0429 -.0851 .0833

<표 9> 가설 4 간접효과 검증

간접효과 .0830 .0190 .0501 .1241

성장성 → 디지털 리터러시 → 재무적성과

총효과 .6551 .0305 .5951 .7151

직접효과 .6508 .0312 .5895 .7122

간접효과 .0042 .0070 -.0101 .0179

성장성 → 디지털 리터러시 → 비재무적성과

총효과 .5644 .0327 .5002 .6286

직접효과 .5375 .0330 .4728 .6023

간접효과 .0268 .0094 .0109 .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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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은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가특성인 혁신성과 자

기결정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설정 과

정에서 검토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소은영·박
성환, 2015; 김남표, 2018; 서명길, 2018; 박세언, 2016; 김성환 

외, 2015; 이충섭 외, 2009; 황선재·허철무, 2019). 독립변수 별

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혁신성과 자

기결정성 중 자기결정성이 혁신성보다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소상공인이 창의적이

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특성이 강한 것도 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이 있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 조절하려는 

능력이 있을수록 성과에 강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시장특성은 하위변수에 따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경쟁정도는 성과에 유의

미한 영향이 없으며, 성장성은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장의 경쟁에 대한 양희순 외(2015), 
황선재·허철무(2019)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나, 성장성에 대한 

이충섭 외(2009), 황선재·허철무(201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 

결과이다. 즉 경쟁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유사업종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나 수익

률, 시장점유율 증가 가능성이 높을수록 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는 창업가특성 중 혁신성

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상공인이 혁신적일수록 디지털 기

기를 이용하고 활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이나 인지도

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인지적 유연성이나 개방성, 기업

가정신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긍정적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경란, 2020; 김경선 외, 2020; 최지원·이희수, 2019). 나머지 

매개효과로 가정한 혁신성과 재무적 성과의 관계나, 자기결정

성이 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리터러시

의 매개 없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

상공인의 개인적 특성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매개효과와는 비

교적 관계가 적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

되고 소상공인의 개인적 역량과 의사결정이 직접적 사업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

히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위한 정책지원을 고려할 경우 

소상공인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지역이나 업종 등 시장의 특

성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시장 특성인 경쟁정도와 성장성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로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규모가 영세한 기업에서 기술의 도입과 적용

이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제시한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내용이다(Merkofer & Murphy, 2009; Steyn & Leonard, 
2012; Adeniran & Johnston, 2016). 특히 경쟁정도는 가설 2의 

검증과정에서 성장성과 함께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회귀계수 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으나, 개별변수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

시를 매개로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시장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소상공인

은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함을 보여준다. 또한 성장성 역시 시장이 미래의 가능성

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디지털 역량을 발휘해서 생산성이나 

인지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면 다음과 같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직면하는 소상공인

에게 있어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은 사업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은 직접적으로 재무적 및 비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작은 규모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

화를 포함하여 크고 작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스스로 상

황변화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의지가 있을 

때 성과를 창출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의 

샘플의 특성을 보면 프랜차이즈나 기존 기업의 인수가 아닌 

새로운 사업 창업이 65%이며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 50%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후 다년간 사업을 지속해 

가는 소상공인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

처하고자 하는 자기결정성의 특성이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하

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소상공인은 경쟁이 치열한 업종보다 성장가능성이 높

은 시장에서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쟁정도는 사업성과에 영향이 없으며 오

히려 성장성이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산업별 분포를 반영하는 현상이

라고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19)에서는 전국 지역

의 90%이상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과밀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수의 동종업체가 한 곳에 지나치게 많은 

초과공급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이들의 평균소득은 동일 업종의 근로자 평균임금보

다 밑돌지만, 공급이 지속화되는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소상

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

은 생활밀접업종1)이 많으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이 진입함에 

따라 경쟁과열이 발생하고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

여주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보다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1) 생활밀접업종은 소비자들의 소비활동과 밀접하며 사업체 수가 많고, 종사가 수가 5인 미만인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창업 등의 진·출입이 용이한 업종으로 정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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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 응답을 보이고 

있다. 즉, 소상공인들의 성과 창출을 위한 시장요건으로는 자

신이 속한 업종이나 상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존

재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

술의 활용, 비대면 거래의 증가 등 새로운 기술 및 경제적 환

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성과를 창출해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정책적 시사점이다. 첫번째, 소상공인이 성장성 있는 

업종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시장의 성장성은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

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지

원함에 있어 업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성장

성 있는 업종은 현재 과밀화된 업종으로의 진출에 비해 추가

적인 교육·훈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물론 IT업종과 같이 다

년간의 훈련과 높은 수준의 기술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업

으로의 도전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에 대한 인

식제고 및 실질적인 활용방법이나 비즈니스로의 응용에 관한 

교육·훈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이해가능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다. 
두번째, 정책적 시사점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지원함에 있어 

시장의 경쟁정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 정책

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경쟁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

로 성과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모든 업종

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설계하

되 업종별 단계적 추진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1)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서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디지

털데이터 정보의 효과적 활용→디지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3단계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야 함을 제

안하였다. 이와 같은 단계적 추진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경

쟁정도를 반영한다면, 업종이나 상권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나

가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나 새로운 성장성 있는 사업

기회의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의 방향

이러한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에 더해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

한다.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연구변수의 문제로,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사업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특성과 시장특성만을 다루었다. 디지털 리

터러시 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과 사업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 소상공인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선행연구들에

서도 다양한 요인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검증한 디지털 리터러시 변수 역시 정부지원의 영향으로 개

발될 수 있는 역량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변수로 하여 디지털 리터러시와의 영향관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업종별로 세분화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구표

본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업종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

하였으나 이를 실증분석에서 유용한 변수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소상공인의 경우, 요식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로 중요한 개인적 특성과 시장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가 

상이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 업종별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종별 

차이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영세한 규모로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자신만의 사업을 일으키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

울이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에서 자신만이 가진 혁신성과 자기결정성은 실제 성과로 연

계될 수 있는 중요한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장

의 경쟁이 높거나 성장성이 높을 경우 디지털 역량을 높임으

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

한 특성과 배경을 가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

시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을 추진함으로 지역

과 업종에 적절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

인들은 자신만의 사업체를 시작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성취감을 달성하기를 원한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

산되는 비대면 거래 시대에도 이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

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지원방향을 설

계하고 구체적 교육·훈련과 경제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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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Market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s on Business Performance With the Mediation

of Digital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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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small business owners are facing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run their business in the existing way due to the spread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prolonged COVID-19. As a necessary competency for them, this study focused on digital literacy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and individual and market characteristics,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 
owners.

The specific research purpose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which are individual factors, and market 
characteristics, which are environmental factors, on business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literacy.

In previous studies, various factors explain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all business owners were reviewed, and innovation and 
self-determination, which are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market competition and growth were deriv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The hypothesis was established as 
digital literacy was expected to play a role in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For empirical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on small business owners across the country,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innovation and self-determina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had a positive (+)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degree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that the growth of the marke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In the case of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literacy, it was confirmed that innova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digital literacy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market competition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digital literacy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market growth 
on non-financial performance. Looking at the results, it can be seen that the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owners, 
which correspond to innovation and self-determination, directly act as a factor to increase business performance, and market characteristics 
indirectly increase digital literacy to achieve result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together.

KeyWords: Small business owners, innovation, self-determination, degree of competition, market growth, digital literacy, business 
performance, 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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