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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ounder’s Competence on Start-up Performance

- the Focus on Competency Factors of Founders -

Guk, Jae Kyeong

Advisor : Prof. Park, Jong-chul Ph.D.

Department of Convergence Technology

Start–up

Industrial Technology Converg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study, it tries to investigate and derive the founder competence

factors by constructing various items to extract the core competence of

the founders. Based on the total of 33 items, the final four 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first-factor analysis and the second-fact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ntrepreneurial planning capacity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capacity were found to be essential factors in the start-up performance.

Second, although the effect of start-up mindset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apacity were smaller than that of entrepreneurial planning

capacity and entrepreneurial activity capacity, it was confirmed that

entrepreneurial mind capacity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apacity

were also crucial factors for influencing the start-up performance.

Key words: Founder's Competence, Start-u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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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문제제기

최근 국내 외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및 산업 환경에 따라 사회구성원인 중

장년층의 조기퇴직 및 청년 실업의 증가는 국가정책의 최우선적인 선결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창출을 통한 중장년층 및 청년 실업의 해

결의 확보가 국가적인 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창업은

실업 및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

외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일자리 공급이 부족

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중요시되

고 있다.

창업자는 사회에서 요구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군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확보한 후, 아이디

어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창업자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1) 창업자의 역량은 물론, 2) 창업자의 열정, 3) 그리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창업성과로 바

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창업자는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조직에서 사용될 자원을 계획하고, 조직하

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경영관리 능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이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영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영활동을

하듯, 창업자 또한 자신이 추구하는 창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기회 탐

색은 물론, 혁신적이고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을 지녀야 한다. 결과적으로 창

업자는 여러 측면에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성과를 위

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창업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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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시장에서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

는 소유주, 혹은 설립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B. 연구목적

본 논문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과 요인들, 그 중에서

도 창업자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창업성공을 위한 창

업자의 역량요인에 초점을 두고, 창업자 역량요인을 추출함으로서 창업자의

창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창업자의 어떠한 역량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을 결정하고 창업을

활성화 하는 전략적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창업 활성화 방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환경요인을 고찰한 후, 사

회환경요인 중 1) 개인의 창업활동의도, 2)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3) 창업의

성공적 역할모델 4) 창업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창업자

개인의 창업의도와 창업성공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창업자의 역량요인을 추

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설문문항을 개발하고 고찰한 후,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1차 측정문항을 정제하고자 하며, 이후 2차 요인분석을 통해 최

종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창업역량에 대한 요인 도출 후,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어떠한 역량요

인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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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창업의도

국내 학자들은 학술적 용어인 ‘Entrepreneurial Intention’을 창업의지'(김홍,

2012), 또는 '창업의도'(하규수․윤백중, 2011)로 사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창업의도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적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창업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창업의도는 창업이라는 과정의 첫 번

째 과정의 단계에 해당하게 되는데, 창업을 시간의 일련의 경과에 따라 일어

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행위의도적 태도를

뜻하게 된다(윤방섭, 2004).

창업의도는 Crant(1996)와 Moreno-Jimenez(2010)의 연구를 기초로, ‘스스로

개인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였다. 창업의도는 미래의 잠재적

창업자가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Crant,

1996). 창업의도는 ‘잠재적인 창업자가 사업구상을 하고 연관된 조직방향 설

정을 위해 집중하고 행동을 취하고자하는 창업자의 마음가짐’으로 정의된다

(Bird, 1988). 창업 의도는 국가나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이 침

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과 자기쇄신 특성을 지니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의도를 가진 잠재 창업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Shapero and Sokol,

1982).

이와 같이 창업의도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

에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Krueg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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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회적 환경요인

사회적 환경은 자연적 환경에 대비되는 것인데 인간은 이와 같은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적극적 활동을 함으로써 환경을 바꾸어 왔고,

사회적 환경은 그 시대의 인간의 문화ㆍ문명의 반영이고, 사회적 환경을 형

성하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그 국가나 지역의 정치적 체제와 경제상태, 인구

와 인구구조, 기술수준과 같은 문제에서부터 사람들의 생활습관이나 생활태

도, 교육정도 등과 같은 것이 고려 될 수 있다(1996, 한국사전연구사). 창업의

도는 창업개시 활동과 외적 영향간의 중요한 조절 변수 역할을 하므로 의도

를 잘 이해하는 것은 기회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특히 가치가 있다고 제시

한다(MacMillan and Katz, 1992). 의도란 특정 목표에 대한 개인의 관심을

나타내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Bird, 1988). 기존의 창업의도에 관한 모델들은

대부분 창업가 개인의 성향, 태도, 행동 등 심리특성에 초점을 맞춘 성취욕

구, 통제소재,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특질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며,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환경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

창업은 개인의 특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Greenberger

and Sexton, 1988), 창업가는 내외부의 다양한 환경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Gnyawali and Fogel(1994)은 창업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정부정책, 사회경제적 조건, 창업 및 경영기술, 재무적 지원, 비재무

적 지원을 들고 있다. Naffziger et al.(1994)은 창업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개인적 환경, 창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사업적 환경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금획득의 용이성), 구체적 사업 아이디어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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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창업활동 의도

개인의 창업활동은 개인의 창업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외적으로 개

인창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 창업하기 좋은 환경조

성, 구체적인 창업교육 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진다면, 개인들의 창업의도

를 높이는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연우․반성식(2008)에 따르면,

교육자의 창업 교육내용과 학습지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Clark et al.(1984)의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창업의도를 촉진

시킨다고 하였다. 창업자는 운명이나 행운에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

스로의 내적 신념과 자신감이 강해야 하므로 내적통제소재가 더욱 필요하다

고 하였다. 따라서 내적통제소재는 위험이 수반되는 창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창업자 심리특성이다(Cromie and Johns, 1983). 외적 통제소재

는 운명이나 행운과 같은 자신의 통제를 넘어선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

다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항상 뒤따르는 창업은 내적신념

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적통제소재 보다는 내적통제소

재가 더욱 중요 하다(Brockhaus, 1982).

따라서 창업활동은 자기효능감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

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자기효능감은 단일한 특성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수행영역과 관련된

역동적인 자기신념이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효과

적으로 조직화하고 실행해 갈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에 관한 판단과 믿음이라는 점에서 자아존중

감 과는 구별되며,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은 강화되거나 약

화될 수 있다. 따라서 쉬운 과제로부터 성공 경험을 쌓고 점진적으로 과제

난이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이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두산백과).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적 요구를 달성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준비하고 인지적 자원 및 행동에 대한 자신 능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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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믿음”이라고 하였다.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행동의 선

택, 노력의 수준 및 지속성, 장애나 실패에 대한 극복 정도,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반응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고, 동기,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Bandura,1977; Bandura,1988).

Boyd and Vozikis(1994)가 처음으로 자기효능감을 창업연구에 도입하였고,

이후 이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왔다(Kim and Kim, 2012). 자기효능

감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는 실증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다(Diaz-Garcia

and Jimenez-Moreno, 2010; Krueger and Brazeal, 1994; Gelderen et al,

2008).

Salomon(1984)은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렵고 난이도 있는 과

업에는 더 많은 노력과 학습량을 보이는 반면 쉽게 이룰 수 있는 과업에는

상대적으로 노력과 학습량 모두 부족한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활동의 불확실성에 대해 자기효능감이 가지

는 잠재적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창업활동의도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참고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자기효능감

은 구체적 과업에 관한 구성개념으로서 창업활동과 기업가적 특징 연구에 대

한 선행연구들이 보여 온 구체성의 결여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Gartner, 1989).

2.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산업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

다. 하지만 국내 외를 둘러보면 많은 선진국들이 4차산업의 기술혁명 시대를

준비하면서도 제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강소 ,중견 기업을 키우기 위한 노

력 또한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ICT기술혁명으로 산업 전반

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

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창업을 통한 창조와 혁신을 부각 시키면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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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정부와 민간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청(중기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창업 아이템 개발지원 및 벤처창업로드쇼, 창업 강좌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창업, 경영, 자금지원등 다양한 창업지원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Gnyawali and Fogel(1994)은 벤처기업을 창업함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

정책과 창업지원 프로그램같은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Lee et al.(2011)은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정부정책이 여성창업가의 성과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봉준․조성의(2014)는 재정 및 금융 지원

을 비롯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ICT지식기술기반 창업활동과 의도에 긍

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관심 영역을 먼저 정해야 한다. 부처별로 지

원 분야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비 창업자라면 준비 단계에서는 보육

센터나 인큐베이팅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 회계, 법률

전문가들이 자문도 해주고 사무 공간, 업무 공간, 회의실 등도 갖추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지원 내용의 중점에는 차이가 있다.

보육센터나 인큐베이팅센터에서 제공하는 창업 교육, 시설 지원, 전문가 멘

토링, 입주업체 간 네트워킹 등을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

을 수 있다(출처: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준비를 거치

지 않은 창업기업들을 양산하기보다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들을 끌어들여 사

업 시너지를 확대하고 국내 시장에서 탈피하여 해외 시장으로의 접근을 도모

하고 있고, 창업기업 중심에서 중기기업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고 있

다. 그리고 아이디어 위주에서 고부가 기술 중심 창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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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의 성공적 역할모델

창업의 성공적 역할 모델의 존재는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경험 있는 창업가와 국가나 지역의 성공적인 창업 롤 모델의 존재는

잠재적인 창업가들에게 사업은 매력적인 커리어 옵션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

를 전달한다(Gnyawali and Fogel, 1994).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

로 이뤄지는 4차산업 사회를 견인할 혁신과 창조가 국가경제 발전을 이끄는

동력원으로 부상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발상과 실행으로 새로운 미래사회를

만들어나가는 ‘Young Innovators’의 사회적환경 모델을 만드는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새롭고 혁신적 인 사고와 창조적 사업모델을 가지고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젊은 창업가의 혁신적 사고와 가치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TEPI혁신기업연구센터에서는 창의인재 양성과 창업문화 확산의 동력

으로서의 Young Innovators 사례를 발굴하여 이들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

산’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젊은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취업 경로를 개발하고 대기업위주의 취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창업지원 정책과 프로

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정책관계자들은 젊은 창업가의 혁신과 진취적인 사

고를 승화시키고,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여 대안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한 가지는 창

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사회와 소비자들이 공감하는 문제

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 인터넷버블, TMT버블이라 불렸던

Dot-com창업은 IT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면, 최근의 지식기반

창업 열풍은 저성장 고비용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한 수단으로서 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인식과 문제

해결 노력에 기반 한 창업이 가능한 이유는 Young Innovators의 이전 창업

사례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Young Innovators 사례 중 상당수의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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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는 현재의 창업 이전에 크고 작은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사회문제 인식이 아닌 개인적 적성 및 관심에 따라 사업 아이템과 기술 분야

를 선정한 것을 이전 창업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에 개인적 사업 아

이템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사회에서 겪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집

중하여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을 구상하고 실행한 결과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

둘 수 있었다고 한다(문석민, 리니어블 창업자).

표 1. Young Innovators Talk 개최

(김영환, 2016)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은 창업 후

사업 방향 전환에 있어 유연함과 신속성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좋은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개발했더라도 소비자의 특징과 기호, 기술의 성숙도, 시장에서의

경쟁 등 다양한 외적 요인에 의해 해당 사업 분야의 성공 가능성은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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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사업의 위기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타개할 수 있는 가는 창업가로

서의 중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성공과 실패한 창업사례를 바탕으로 새로

운 창업자들이 자신의 창업 아이템과 사업모델에 보다 정교하고 객관적으로

신뢰 가능한 검증을 할 수 있다면 창업가들은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데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성공과 실패한 창업사례를 교훈삼아 창업을 준비하고 실행

해 간다면 예비 창업자들에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창업의

성공적 역할 모델이 될 것이다.

4. 창업성과

발명은 기존에 없었던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활동(Something

new)을 의미하는 반면에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새롭게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나아가 비즈니스로의 연결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즉, 발

명의 경우 발명자의 능력이 있다면 혼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만,

기업가정신은 좋은 아이디어와 더불어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시장과의 연결

을 포함하는)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강광욱(2016)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

성공 어려워 활발한 토론과 실행능력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였

다. Tsai(1998)는 창업성과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

관적 지표의 두 가지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고, 다수의 창업성과관련 연구

에서는 객관적인 재무적 지표 이외에 주관적 지표인 직무성과 만족도와 조직

유연성 등이 추가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Stuart and Abetti(1990)는 벤처기업의 성공을 주관적 성공과 객관적 성공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성공단계는 2단계 또는 3단계 이상과 연속형으로 표

현할 수 있다고 했다. Hughes(2006)는 시작단계의 회사에 대한 경영성과를

고객에 대한 성과와 제품에 대한 성과로 나누고, 고객에 대한 성과는 고객유

치와 유치된 고객의 유지로 다시 나누었다. 신규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회

사는 생존하기 위해 고객의 관심을 끌 니즈(Needs)를 개발하고, 그 고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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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하여 반복된 주문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설명하였다.

경제적 성과 분석과 더불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국내 연구들(정성한․김해룡, 2001; 서근하․윤

성욱, 2001; 빈봉기․박정기, 2002)은 일반기업이나 소상공인에 한정되어 분석

되는 정도였고, 소액창업 업체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소액창업 관련 연구는 근래에(김승구, 2005, 황

정임 외, 2006)만이 개인적 특성과 경제적 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정도

이다. 2016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에 따르면 주요 폐업원인으로 자금

조달 실패와 영업 마케팅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창업자의 지식, 경

험, 능력부족, 마케팅환경의 어려움, 법인 전환, R&D 및 시제품제작 실패 등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폐업 후 구직활동으로 재 창업을 했거나 준비하는 비

중과 취업을 했거나 준비하는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폐업 후 재기활동

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기본 생계유지비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폐업

시 발생한 채무 해결 진로에 대한 지식·경험·능력부족 등의 순이었다는 것이

다(창업진흥원, 2016).

조덕희(2014)는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

으로, 창업률과 창업기업의 생존율 그리고 창업기업의 성장률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였다.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는 창업률이 높을수록,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높을수록, 생존 창업기업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증가한

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에 있어 좋은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혁신적 아이템과 참신한 아이디어, 더불어 그것을 시장

과 연계시켜 실행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창업에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친화적인 환경조성 등 노

력의 성과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창업에 있어서는 생계형 창

업의 비중이 기회 추구형 창업보다 더 높으며, 기업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벤처 창업이 ‘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까지 정착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이 부재한 조직문화, 아이디어 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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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취약 및 긴 근무시간과 여유가 없는 삶에 대한 개선이 동반될 필요가 있

다 할 수 있다.

C. 창업자 역량

역량은 조직적 관점에서의 역량과 개인적 측면에서의 역량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조직의 역량이 조직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이라면, 개

인의 역량은 개인의 내적 특질을 분석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량이란용어는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 ‘혹은 어떤 일을 해

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으로 정의된다. 궁극적으로 역량에서 중요시 하는 개

념은 바로 ‘힘’이란 개념이다(강순빈, 2012). 결과적으로 역량은 주어진 상황

에서 개인이 주어진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내재적

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지닌 내재적 특성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측면을 의미하며, 어떠한 상황에

서든 일반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나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Mirabile, 1997).

무엇보다 창업자의 역량은 창업성과나 창업절차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

나, 나아가 창업과정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 및 재무적 자원

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창업자가 창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과 환경에 대한 도전정신, 나아가 환경에 대처하는 유

연한 능력,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끊임없이 노력하며 통합적

인 통찰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Bhide, 2000).

무엇보다 창업자의 역량은 학자들마다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창기

Klemp(1979)는 역량을 ‘외적 성과 준거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인 행동

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 특질, 자기

개념, 혹은 동기’로 정의하였으며, 이후 Boyatzis(1982)는 성과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분하는 ‘내적 특질로서 동기, 기술, 자기 이미지, 사회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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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으로 기술하였다.

90년대 들어서는 역량을 ‘지식, 기술, 능력, 동기부여, 믿음, 가치, 관심의 혼

합체(Fleishman, 1995)’로 보거나, ‘개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고, 업무성과에

관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의

집합체(Parry)’로 보았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직무의 높은 성과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능력, 혹은 특성(Mirablile, 1997)', '측정한 상황이나 직무에

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Spencer and Spencer, 1993)', '동기, 특성, 자

아의식, 태도나 가치, 개념지식, 혹은 인지적 행동기술, 보통의 과업수행을 하

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의 특징(Spencer et al.,

1993)’, '일의 목적 달성에 사용되는 측정 가능한 작업습관과 개인의 기술에

관한 기술(Green 1999)'로서 역량을 정의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역량을 ‘특정 과업이나 활동의 성공적인 수행이나,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식’으로 보았다(Schippman, 2000). 그

리고 역량 역량에 대한 개념을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으며, 구체

적으로 조직역량, 관리역량, 개인역량 같은 개념이 도입되었다. 조직역량은

조직의 전반적인 자원 및 능력과 관련된 개념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전

략 구축 시 필요한 역량으로, 지속적인 고용 및 안정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며, 관리역량은 직업 또는 부분의 지식, 기술, 행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일

반적인 직업교육과 종업원 훈련에 필요한 역량이다. 이러한 관리역량은 외부

적으로 활용 가능한 업적 및 자격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개

인역량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동으로 조직 전반에서 사용되는 필요역량으로

세부적으로는 보상 가능한 업적과 인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최재성,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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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대표이사 17 11.3 11.3 11.3

임원 27 17.9 17.9 29.1

부서장 23 15.2 15.2 44.4

과장 42 27.8 27.8 72.2

기타(사원) 42 27.9 27.9 100

전체 151 100.0 100.0

Ⅲ. 방법론

A.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창업을 하여 기업을 운영

을 하는 대표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창업자의 역량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11월 1일~10일까지 열흘간 수행하였으며, 총 160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응하였고, 이 중 불성실 응답자 9명을 제외한 151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B. 기업 및 응답자 특성

1. 직위

설문 참여자의 직위를 살펴보면, 대표이사는 11.3%, 임원이 27%, 부서장이

23%, 과장 이이상이 42명, 기타 사원이 42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설문 참여자의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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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08~2018년도 60 39.7 39.7 39.7

1998~2007년도 51 33.8 33.8 73.5

1988~1997년도 31 20.5 20.5 94.0

1987 이전 9 6.0 6.0 100.0

전체 151 100.0 100.0

2. 설립연도

참여기업의 설립연도를 보면, 설립연도가 10년 미만(2008~2018년도 사이 설

립)인 기업이 총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년 이상 20

년 미만이 33.8%,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0.5%로, 30년 이상이 6%로 나타

났다. 구체적인 설립연도는 아래와 같다.

표 3. 참여기업의 설립연도

3. 종업원 구성

설문 참여자 기업의 종업원 구성을 보면, 50명 미만인 기업이 76.8%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 7.3%,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이

8.6%,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이 1.3%, 200명 이상 250명 미만이 2.0%, 250명

이상이 4.0%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종업원 구성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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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정보통신 10 6.6 6.6 6.6

반도체관련 7 4.6 4.6 11.3

컴퓨터관련 8 5.3 5.3 16.6

바이오 6 4.0 4.0 20.5

소프트웨어관련 7 4.6 4.6 25.2

환경 및 의료 10 6.6 6.6 31.8

전기전자 9 6.0 6.0 37.7

기계금속 40 26.5 26.5 64.2

일반제조업
32 21.2 21.2 85.4

기타 22 14.6 14.6 100.0

전체 151 100.0 100.0

종업원 구성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0~49명 116 76.8 76.8 76.8

50~99명 11 7.3 7.3 84.1

100~149명 13 8.6 8.6 92.7

150~199명 2 1.3 1.3 94.0

200~249명 3 2.0 2.0 96.0

250~299명 1 .7 .7 96.7

300명이상 5 3.3 3.3 100.0

전체 151 100.0 100.0

표 4. 참여자 기업의 종업원 구성

4. 사업분야

설문대상 기업의 사업분야 특성을 보면, 정보통신 분야가 6.6%, 반도체 관

련 분야가 4.6%, 컴퓨터관련 분야가 5.3%, 바이오 분야가 4.0%, 소프트웨어

관련분야가 4.6%, 환경 및 의료관련 분야가 6.6%, 전기전자 분야가 6.0%, 기

계금속 분야가 26.5%, 일반제조업이 21.2%, 기타 14.6%로 나타났다.

표 5. 설문대상 기업의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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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30대 8 5.3 5.3 5.3

40대 28 18.5 18.5 23.8

50대 63 41.7 41.7 65.6

60대 41 27.2 27.2 92.7

70대 10 6.6 6.6 99.3

80대이상 1 .7 .7 100.0

전체 151 100.0 100.0

창업교육 경험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경험있음 81 53.6 53.6 53.6

경험없음 70 46.4 46.4 100.0

전체 151 100.0 100.0

5. 연령대

설문 참여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5.3%, 40대가 18.5%, 50대가 41.7%,

60대가 27.2%, 70대가 6.6%, 80대 이상이 0.7%로 나타났다.

표 6. 설문 참여자의 연령대

6. 창업교육 경험

응답자들로 하여금 창업교육에 대한 경험여부를 물어본 결과, 53.6%가 창

업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6.4%는 창업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창업교육 경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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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역량을 추출하기 위하여 창업자의 역량과 관련된

총 33개 문항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먼저, 타당성은 해

당 33개 문항이 창업자의 역량을 측정하는데, 해당 측정개념이나 구성개념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타당성, 개념타당성, 기

준타당성이 존재한다. 내용타당성은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측정하고

자 하는 개념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변수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조작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조작적 정

의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조작적 정의를 이용하여 개념을 측정하

고, 이후 측정 개념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타당성을 평가한다. 개념타당

성은 조사자가 측정하려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며, 개념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요인분석이 실시된다.

요인분석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변수의 수가 많을 경우 이들의 관련성(유

사성 거리)을 측정하여 서로 공통적인 변수로 묶어주는 통계분석 기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아이겐 값이 1.0이상이면서 요인

적재치가 .50 이상인 측정문항들만 사용하였다. 요인 적재 값에 대한 절대적

개념은 없으나 보통 .50이 넘는 경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며, 요인회전

방법을 통해 요인의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였다.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요

인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배리맥스 직각회전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2단계로 실시하였다. 우선 총 33개 창업자 역량

을 구성하는 문항을 대상으로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11번 문항, 12번 문항, 15번 문항, 21번 문항,

22번 문항, 33번 문항은 요인으로 묶지 않아 1차적으로 제거되었다. 제거된

문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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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요인분석후 

제거된 

문항

(5개 문항)

11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나의 능력에 대한 자신

감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

12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

없이 도전한다.

15
모든 일에 ‘할 수 있다’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사고

를 갖고 일에 임한다.

21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22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

처하려고 노력한다.

23

경쟁사와 비교해서 우리 상품 가격의 단점을 강조하거

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의 부정적인 반응을 극복한

다.

표 8. 1차 요인분석 후 제거된 측정문항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총 설명 58.807%에서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장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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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 총분산
성

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 15.414 46.709 46.709 15.414 46.709 46.709 6.223 18.857 18.857

2 1.639 4.965 51.674 1.639 4.965 51.674 5.169 15.663 34.520

3 1.265 3.832 55.506 1.265 3.832 55.506 5.063 15.343 49.862

4 1.089 3.301 58.807 1.089 3.301 58.807 2.952 8.945 58.807

5 .995 3.016 61.823

6 .973 2.948 64.771

7 .918 2.781 67.552

8 .865 2.620 70.172

9 .807 2.445 72.617

10 .731 2.214 74.831

11 .700 2.122 76.954

12 .659 1.997 78.950

13 .591 1.789 80.740

14 .534 1.617 82.357

15 .515 1.560 83.917

16 .470 1.424 85.341

17 .463 1.402 86.743

18 .454 1.374 88.117

19 .411 1.246 89.364

20 .391 1.186 90.550

21 .375 1.136 91.686

22 .345 1.045 92.731

23 .337 1.021 93.752

24 .305 .924 94.676

25 .295 .895 95.571

26 .266 .805 96.376

27 .219 .663 97.039

28 .209 .633 97.673

29 .192 .583 98.255

30 .167 .506 98.761

31 .156 .473 99.234

32 .143 .433 99.667

33 .110 .333 100.0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표 9. 1차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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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된 성분행렬a

성분

1 2 3 4

역량1 .640 .218 .266 .226

역량2 .678 .200 .227 .287

역량3 .628 .311 .076 .224

역량4 .675 .231 .256 .239

역량5 .720 .149 .312 -.160

역량6 .649 .303 .120 .322

역량7 .531 .606 .179 .048

역량8 .559 .387 .309 -.004

역량9 .541 .371 .206 .122

역량10 .381 .313 .502 -.074

역량11 .493 .231 .427 .235

역량12 .446 .039 .420 .410

역량13 .467 .222 .514 .160

역량14 .564 .032 .365 .372

역량15 .435 .133 .475 .392

역량16 .558 .297 .273 .229

역량17 .141 .208 .187 .730

역량18 .354 .291 .185 .718

역량19 .198 .563 .358 .178

역량20 .251 .776 .222 .055

역량21 .373 .472 .233 .302

역량22 .260 .457 .210 .404

역량23 .242 .597 .141 .165

역량24 .241 .622 .274 .308

역량25 .236 .332 .621 .234

역량26 .265 .238 .635 .183

역량27 .266 .189 .694 .249

역량28 .167 .538 .533 .242

역량29 .252 .567 .487 .199

역량30 .239 .462 .577 .156

역량31 .271 .508 .483 .183

역량32 .246 .368 .594 .130

역량33 .059 .461 .361 .428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7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10. 1차 요인분석 결과(성분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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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된 총분산
성

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 12.674 46.941 46.941 12.674 46.941 46.941 5.490 20.332 20.332

2 1.508 5.585 52.526 1.508 5.585 52.526 4.422 16.379 36.712

3 1.222 4.528 57.054 1.222 4.528 57.054 4.381 16.228 52.939

4 1.049 3.886 60.940 1.049 3.886 60.940 2.160 8.000 60.940

5 .894 3.310 64.249

6 .819 3.032 67.281

7 .775 2.869 70.150

8 .701 2.596 72.746

9 .670 2.481 75.227

10 .616 2.282 77.508

11 .595 2.202 79.711

12 .565 2.093 81.804

13 .555 2.057 83.861

14 .501 1.856 85.717

15 .452 1.673 87.390

16 .431 1.595 88.985

17 .411 1.523 90.508

18 .380 1.408 91.916

19 .338 1.252 93.168

20 .324 1.199 94.367

21 .308 1.140 95.507

22 .277 1.025 96.533

23 .246 .910 97.443

24 .204 .755 98.198

25 .187 .692 98.890

26 .162 .599 99.489

27 .138 .511 100.0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1차 요인분석 후, 5개 문항(11, 12, 15, 21, 22, 33)을 제거한 후 총 27개 문

항을 대상으로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추가적으로 제

거된 문항 없이 총 설명력 60.940%에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구체적인

요인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1. 2차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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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된 성분행렬a

성분

1 2 3 4

역량1 .640 .201 .245 .283

역량2 .694 .129 .271 .285

역량3 .657 .242 .128 .208

역량4 .680 .203 .318 .123

역량5 .717 .134 .321 -.173

역량6 .652 .298 .141 .293

역량7 .542 .548 .194 .112

역량8 .562 .382 .234 .073

역량9 .545 .420 .182 .052

역량10 .342 .346 .513 -.086

역량13 .449 .202 .522 .201

역량14 .571 .103 .355 .257

역량16 .562 .383 .236 .114

역량17 .147 .158 .213 .822

역량18 .374 .247 .213 .742

역량19 .174 .555 .436 .087

역량20 .264 .680 .281 .109

역량23 .230 .703 .038 .132

역량24 .232 .643 .250 .354

역량25 .236 .327 .585 .270

역량26 .312 .138 .710 .154

역량27 .286 .132 .750 .198

역량28 .192 .534 .558 .167

역량29 .239 .629 .480 .113

역량30 .211 .453 .533 .293

역량31 .277 .516 .507 .087

역량32 .279 .396 .500 .136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6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12. 2차 요인분석 결과(성분행렬)

1차, 2차 요인분석 후 최종적으로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4개의 요인에 대해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내적 일관성은 동일한 구성개념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로 구성된 다수의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측정 문항 간 크론바흐 알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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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역량요인1) 독립변수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915 11

창업마인드역량(요인2) 독립변수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887 7

창업활동역량(요인3) 독립변수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872 7

창업관리역량(요인4) 독립변수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796 2

창업성과 종속변수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910 9

(Cronbach's Alpha)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크론바흐 알파값을 계산

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측정문항이 존재하여야 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4번째 요인(2개 문항)까지 최종 변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크론바흐 알파 값은

0과 1사이의 범위를 갖으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각

변수별로 .7이상 나타나야 변수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한 결과, 요인1(11개 문항)은 .915, 요인2(7개

문항)는 .887, 요인3(7개 문항)은 .872, 요인4(2개 문항)는 .796 끝으로 창업성

과(11개 문항)는 .910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추출된 4개 요인에 대해 ‘창업기

획역량(요인1)’, ‘창업마인드역량(요인2)’, ‘창업활동역량(요인3)’, ‘창업관리역량

(요인4)’로 명명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3.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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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A. 창업자 역량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앞서 추출된 창업자의 4가지 역량(창업기획역량, 창업마인드역

량, 창업활동역량, 창업관리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창업기획역량(요인1)은 창업성과에 10%수준에서 유의한 효과를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186, p=.071). 둘째, 창업마인드역량(요인2)은 창업성과

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26, p<.05). 셋째, 창업

활동역량(요인3)은 창업기획역량과 마찬가지로, 창업관리역량 창업성과에

10%수준에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2, p=.094). 끝으로

창업관리역량(요인4)은 창업마인드역량과 유사하게 창업성과에 매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19, p<.01).

표 14.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713a .509 .495 .59282

a. 예측자: (상수), 요인4, 요인2, 요인1, 요인3

표 15. ANOVA

ANOVA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51.301 4 12.825 36.494 .000b

잔차 49.552 141 .351

전체 100.853 145

a. 종속변수: 창업성과

b. 예측자: (상수), 요인4, 요인2, 요인1, 요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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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창업성과 계수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145 .342 3.348 .001

요인1 .191 .105 .186 1.821 .071

요인2 .217 .101 .226 2.139 .034

요인3 .182 .108 .192 1.684 .094

요인4 .183 .063 .219 2.922 .004

a. 종속변수: 창업성과

B. 결과 함의

회귀분석을 통해 창업자의 4가지 역량(창업기획역량, 창업마인드역량, 창업

활동역량, 창업관리역량)과 창업성과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창업마인드역량과 창업관리역량은 창업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창업관리역량이 창업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기획역량과 창업활동역량은 창업성과

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10%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창업자의 교육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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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A.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역량을 추출하기 위해 여러 문항을 구성하여 창업

자 역량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총 33개 문항을 바탕으로 1차 요인분석과

2차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4가지 역량요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창업자

의 역량으로 창업기획역량, 창업마인드역량, 창업활동역량, 그리고 창업관리

역량을 도출하였으며, 이들 4가지 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창업기획역량과 창업활동역량은 창업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마인드역량과 창업관리역량은 창업기획역량

과 창업활동역량 비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작게 나타났지만, 창업마

인드역량과 창업관리역량 역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B.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지방소재 창업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로 인하여 창업자의 역량을 도출하는데 있어 일반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또한, 기업유형 중 제조기업과 기계금속 분야 응답률이 높아 일반화의 문

제가 야기될 수 있다. 나아가 측정문항을 도출하는데 있어 FGI, 심층면접 등

에 대한 척도개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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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따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도출된 4가

지 요인을 바탕으로 한 인과적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4가

지 역량과 성과 간의 이론 및 논리가 미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인과적 구조모델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

에서 밝히지 못한 매개변수를 고찰하거나 조절변수를 추가한 역량모델을 구

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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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부분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전체상황이나 문

제를 파악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①--②--③--④--⑤--⑥--⑦

3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자기 개발에 힘쓴

다.
①--②--③--④--⑤--⑥--⑦

4
타인의 권유보다는 나 스스로 목표를 수립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①--②--③--④--⑤--⑥--⑦

5

구성원들이나 동료들에게 업무에 대한 미래

의 모습을 구체화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 긍지를 갖게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6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소

에 따라 목표달성의 방법과 수단을 적절히 

변경하여 일을 진행한다.

①--②--③--④--⑤--⑥--⑦

7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사안에 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①--②--③--④--⑤--⑥--⑦

8

행정적 업무처리(계약, 납품, 채권 등)를 신

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완벽하게 업무를 

마무리한다.

①--②--③--④--⑤--⑥--⑦

9

업무수행 과정의 능률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이나 동료들의 업무 의욕

을 고취시킨다.

①--②--③--④--⑤--⑥--⑦

10
조직 내 분위기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

끌어간다.
①--②--③--④--⑤--⑥--⑦

11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
①--②--③--④--⑤--⑥--⑦

12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
①--②--③--④--⑤--⑥--⑦

부록(설문지)

[1] 귀하의 평소 업무성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에 맞게 솔

직하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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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3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

여 완수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②--③--④--⑤--⑥--⑦

14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회사의 업무방

식을 개선함으로서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진하여 목적ㅇㄹ 달성하려고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15
모든 일에 ‘할 수 있다’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 사고를 갖고 일에 임한다.
①--②--③--④--⑤--⑥--⑦

16

회사차원의 경영방침이나 단위조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영업실행전략을 

수립한다.

①--②--③--④--⑤--⑥--⑦

17
IT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내고, 업무에 활용한다.
①--②--③--④--⑤--⑥--⑦

18

나는 팀원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매출달성전

략, 고객공략전략, 영업스킬, 그리고 미래 

비전 설정까지 조직구성원들에게 지원을 아

끼지 않는다.

①--②--③--④--⑤--⑥--⑦

19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팀원들의 중간 과정을 지속적으로 체크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0

나는 고객의 구매결정에 확신감을 주고 구

매 후 불안감을 해소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제공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1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

고자 노력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2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황에 맞춰 효

과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3

경쟁사와 비교해서 우리 상품 가격의 단점

을 강조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의 

부정적인 반응을 극복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4
장기적으로 영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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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25

고객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준비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다.

①--②--③--④--⑤--⑥--⑦

26

서로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의 이익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7
대화 시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

청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려고 노력한다.
①--②--③--④--⑤--⑥--⑦

28

상품이 지닌 장/단점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

춰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서 고객을 설득시

킨다.

①--②--③--④--⑤--⑥--⑦

29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켜 고객이 구매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①--②--③--④--⑤--⑥--⑦

30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욕구를 찾아내고, 고

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한다.
①--②--③--④--⑤--⑥--⑦

31
고객을 만날 때 항상 단정하고 발고 활기찬 

모습으로 비즈니스 예절을 지킨다.
①--②--③--④--⑤--⑥--⑦

32
처음 만난 고객과도 쉽게 친해지고 장기적

인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유지한다.
①--②--③--④--⑤--⑥--⑦

33
고객과의 상담에서 주도권을 갖고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①--②--③--④--⑤--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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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현재 회사 목표 또는 비전을 어

느 정도 달성하였다.
①--②--③--④--⑤--⑥--⑦

2
우리 회사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이 있다.
①--②--③--④--⑤--⑥--⑦

3
나는 우리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해 만족한

다.
①--②--③--④--⑤--⑥--⑦

4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은 당사의 경영성과에 

대해 만족한다.
①--②--③--④--⑤--⑥--⑦

5

동종업계 및 벤처캐피탈(개인투자자)에서 우

리 회사가 장래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

한다.

①--②--③--④--⑤--⑥--⑦

6 창업이후 귀사의 매출액은 증가하였습니까? ①--②--③--④--⑤--⑥--⑦

7 창업이후 귀사의 이익률을 증가하였습니까? ①--②--③--④--⑤--⑥--⑦

8
창업이후 귀사의 고용인원은 증가하였습니

까?
①--②--③--④--⑤--⑥--⑦

9
창업이후 귀사의 시장 경쟁력은 높아졌습니

까?
①--②--③--④--⑤--⑥--⑦

[2] 다음은 귀사의 재무적, 창업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성

과에 대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귀사와 귀하의 일반현황 및 경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작성자 지위

  ① 대표이사 ② 임원 ③ 부서장 ④ 장 또는 과장 ⑤ 기타(           )

2. 귀사의 종업원 수 _______________________명

3. 귀사의 설립연도: ______________________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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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사의 사업분야는?

  ① 정보통신        ② 반도체관련      ③ 컴퓨터관련     ④ 바이오       

  ⑤소프트웨어관련   ⑥ 환경 및 의료    ⑦ 전기 전자      ⑧ 기계 금속    

  ⑨ 일반제조업      ⑩기타 (       )

5. 귀사의 최고경영자 연령대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⑦ 80대 이상

6. 귀하는 창업(취업)이전에 영업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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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퇴직 후의 삶, 아직은 어린 딸과 아들, 건강이

녹록치 않은 아내, 아직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놓을 수 없

는 현실적 인식이 저를 지금에 안주하지 않게끔 채찍질 해 주고,

무거운 발걸음을 한발 더 내 딛을 수 있게 용기를 줘 저 자신을 다

잡고자 대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융복합기술창업학이라는 생소한 학문분야이지만 기술창업과 컨설팅

분야의 매력에 빠져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제 작지만 저로서

는 큰 결실을 맺고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에게 성심껏, 열성적으로 강의를 해 주시고 가르침

을 주신 교수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가르침을 펼쳐가겠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 까지 바쁘신 가운데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박종철 지도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조금배 주임교수님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아량이 넓으신 주경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동욱 교수님 열성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귀감이 되었습니다.

박채옥 교수님 바쁘신데 먼 곳에서 와서 강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명섭 교수님 부족한 저를 지도하시고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백섭 교수님 항상 일에 묻혀 바쁘신데 강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웅 교수님 박식하시고 주옥같은 말씀과 강의 감사합니다.

조규만 교수님 일이 있으면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도 교수님 열성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희망입니다.

함상혁 교수님 먼곳에서 와서 열성적으로 강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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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심과 배려, 응원을 보내준 나의

영원한 반려자인 김숙희 여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귀엽고 사랑스런 딸 서연이, 든든한 아들 지성이 너희들이

있어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 할 수 있었다.

고맙고 사랑한다.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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