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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ontheInfluenceofSmallBusinessOwner'sSocial

CompetencesoverBusinessPerformance

-AuxiliaryEffectofInnovativenessandCompetency

forBusinessManagement-

Deug-YoungSong

Department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stration

Ch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Jae-JungKang

Smallbusinessesarebusinessorganizationsrelativelysmallinscale,whichis

very appropriate for business environment with radical changes through

measuresthatareefficientandflexibletosuchenvironmentalchanges;however,

there exists difficulty in capitalfinancing,inferiority in securing human

resources,lackofinformation,lackofmanagementandtechnicalskills,etc.

Suchcircumstancesrequiresmallbusinessownerstoequipthemselveswith

not only management skills but also social competences that enable

decision-making throughcommunicationwithothers,thatis,socialperception

skill,socialadaptationskill,andcommunicationskill,forsuccessfulmanagement

ofsmallbusinesses.

Therefore,thisresearch,basedonexistingliteratureandresearches,assumed

thatsmallbusinessowner'ssocialcompetencesplayanimportantrole,andtried

tofind outwhetherthesocialcompetencesincurindirectratherthan direct

influenceonbusinessperformancethroughauxiliaryfactorslikeinnov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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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businessmanagementcompetency.

Forthispurpose,empiricalresearchwasperformedonsmallbusinessowners

of141 businesses in manufacturing industry,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industry,construction industry,etc.located in Jeju SpecialSelf-Governing

Province.

Thesummaryoftheempiricalresearchcanbesummarizedasfollows.

First,theresultshowed thatwhen only thesocialcompetencesfactoris

considered,only the socialadaptation skilland communication skillofthe

businessownerhadsignificantinfluenceonbusinessperformance.

Second,theresultshowedthatamongsocialcompetences,thefactorswith

significant influence on innovativeness were social adaptation skill and

communicationskill.

Third,business management competency were divided into relationship

competencyandmanagementcompetencytofindouttherelationshipamongthe

socialcompetences,and the resultshowed thatsocialperception skilland

adaptationskillhadsignificantinfluenceonrelationshipcompetency,andsocial

adaptationskillandcommunicationskillonmanagementcompetency.

Fourth,multipleregression analysisperformedwith thesocialcompetences

factors,innovativeness,relationship competency and managementcompetency

simultaneously as variables showed that innovativeness and management

competency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business performance, and only

communicationskillamongthesocialcompetences.

In conclusion,the result suggests that small business owner's social

competencesarefactorsthatindirectlyinfluencebusinessperformancethrough

improving innovativeness and business managementcompetency,ratherthan

havingdirectinfluenceonbusinessperformance.However,italsosuggeststhat

communication skill has both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busines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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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

최근에 발표된 소기업 앙회 자료(2009 소기업 황,2007년 기 )에 의하

면 국내 소기업체수는 297만 4천여개 업체로서 총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며

종업원 수도 88.4%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편,1997～2007년(10

년간)국내 소기업 고용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 총 288만 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 2007년 재 1,11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106만명 어들어 2007년 재 14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같은 기간 제

조업 고용 기여율을 살핀 결과 소기업은 신규인력 총 220만 명을 창출해 체

고용증가분 78.6%를 차지하 고, 기업은 66만 명으로 21.4%의 증가율을 기

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소기업은 국가 차원의 경제규모로 볼 때 높

은 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기업 는 소기업가에 한 사회․경제

상이나 사회 역량 등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 으로 소기업은 독자 인 경 ,소유자에 의한 자본조달,주로 지역

기업으로 존재하면서 비교 소규모로 운 되는 작은 경 조직과 조직의 간소화

로 환경변화에 효율 이고 유연하게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기술

과 경 환경이 격하게 변화하는 상황하에서는 매우 합한 기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소기업이 갖는 유리한 을 제 로 활용하고 특히 소기업가

의 모험심,개척정신,그리고 사회 역량요인이 결합된다면 아주 강력한 경쟁우

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기업성과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소기업은 자본조달의 어려움,인 자원 확보의 열세,정보력부재,기

업가 개인의 기술과 리능력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 해 있는 실정

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소기업가가 성공 으로 사업을 운 하기 해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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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경 능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단할 수 있는 사회

역량이 요청된다고 하겠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는

데 있어 소기업가의 사회 역량이 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단하여

소기업가의 사회 역량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업성과로 연결되는가를 규명하

고자 하 다.

체 으로 기업을 창업하여 운 하는 과정에서 기업가는 여러 가지 자원과

아이디어를 외부로부터 확보하고 기업경 에 활용하여야 한다.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기회포착능력,기술 능력,경 리 능력,외부자원 조달능력,외부 네트

워킹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게 된다(Chandlerandjensen,1992;Herron

andRobinson,1993).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역량이 높은 기업가는 그 지 못

한 기업가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필요한 자 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경 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게 된다.즉,기업 내․외부의 사람들과 효과 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업가의 사회 역량이 기업경 에 있어 매우 요한 능력이 아닐 수 없

는 것이다.

기업가의 사회 역량이 기업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Baron and

Markman(2000)에 의하여 수행되었다.국내의 연구사례를 보면 장수덕(2007)은

이들의 논문을 바탕으로 사회 역량과 신뢰요인의 상호작용이 기업성과로 연결

된다는 주장을 하 다.따라서 본 논문은 BaronandMarkman(2000)과 장수덕

(2007)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역량이 기업성과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 보다는 신성과 경 리 역량의 매개 요인을 통하여 기업성과로

연결된다고 보고,이들간의 련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확장하는 한편,매개변수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이론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 은 사회 역량 요인이 기업성과에

직 향을 미치기 보다는 신성과 경 리 역량에 향을 미치고, 신성과

경 리 역량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이러한

목 을 수행하기 해서 기업가의 사회 역량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이

를 바탕으로 기업가의 사회 역량과 기업성과간의 련성을 악하고,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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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신성 경 리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기 하여

BaronandKenny(1986)의 3단계매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변수들간의 유의성을

살펴 으로써 사회 역량이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하여 기업의 성과로 연결되는

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2.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는 소기업가의 사회 역량이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성과 경 리 역량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기 하여 수행되었다.따

라서 국단 의 소기업체의 사장 혹은 표자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나 시간 ,공간 여유의 제한으로 제주도내 소기업 제조업,정보기술서

비스업,건설업 등의 표자를 상으로 자료를 수집 하 으며, 기업 는

기업의 계열기업 등은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 다.기본 인 문헌조사를

통하여 소기업의 특성과 황에 하여 조사하 으며,연구가설을 설정하기

하여 기업가의 사회 역량에 한 자료수집을 수행하 다.

연구가설을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하여 제주도내 소기업의 표자를 심

으로 설문을 수집하고 통계처리는 SPSSWIN12.0 로그램을 사용하 다.표본

의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분석을 실행하 으며,측정변수의 신뢰성

을 검증하기 하여 크론바 알 값을 산출하 으며,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그리고 독립변수들간의 련성과 다 공선성을 검토하기

하여 상 계분석을 수행하 다.마지막으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3

단계 매개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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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5장으로 구성하 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 ,연구의 범 와 방법을 제시하 다.

제2장은 이론 배경과 문헌 고찰을 통해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소기업

의 의미와 특징,기업가의 역량특성 사회 역량 형성요인, 신성과 경

리 역량에 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고찰하 다.

제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실증연구를 한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측정 개념

들의 조작 정의에 해 기술하 다.

제4장에서는 실증연구 부분으로,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 연구모

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시사 을 제시 하

으며,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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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 소기업의 의미와 특징

1) 소기업의 정의

일반 으로 소기업이란 규모가 상 으로 작은 기업군 는 기업을 말하는

데 기업규모의 면에서는 소규모의 경 에 속하는 기업이지만 어떤 인

범 의 규모에 속하는 기업만을 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규

모를 기 으로 기업을 분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 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이다(조희 ·박상범,1997).

소기업의 구분에 해서는 국가별로 산업 특성 는 시기 등에 따라 각각 다

르게 법령 는 지침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는 「 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 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자산규모,매출액 등

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이하이고,그 소유 경 의 실

질 인 독립성이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기업을 하는 자”라고

일반 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 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소기업의 규모기 과 독립성기 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

여 소기업 상한기 을 정하고 있다.「 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

별로 규모기 을 규정하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 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

30억원 이하인 경우,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

시근로자수 기 은 300인부터 50인까지,매출액 기 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

로 소기업 범 를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소기업 업·제조업·건설업·운수

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과 도소매·서비스업인 경우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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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Ⅱ-1>참고).

<표 Ⅱ-1> 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 는 매출액의 규모기

해 당 업 종 소기업(소상공인) 기업 범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10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는 자본 80억원

이하

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10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는 자본 30억원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 , 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는매출액300억원

이하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사업

농업,임업 어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는매출액200억원

이하

기,가스,증기 수도사업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 업

융 보험업

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술,스포츠 여가 련산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는매출액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수리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임 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자료:http://stat.kbiz.or.kr/(소기업 앙회,2009 소기업 황09-4-29)참고 재편,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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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앙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미연방규정집 제13권 제121장

「SmallBusinessSizeRegulations」에서 1,200개 내외의 업종별 기 을 규정하

고 있으며,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500인에서 1500인 까지, 업은 500인 이하,

도매업은 100인 이하,소매업은 세부업종별로 600만불에서 2,450만불 이하 등을

SmallBusiness로 규정하고 있다.일본의 경우는 「中 業基本法」에서 공업·

업·운송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300인이하 는 자본 3억엔 이하,도매업은 상

시근로자수 100인 이하 는 자본 1억엔 이하,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 는 자본 5천만엔 이하,소매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 는 자본 5

천만엔 이하를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EU에서는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고

단일 규정을 용하고 있으며,상시근로자수 250인 이하로서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을 기업,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이고 매출액 1천만유로 이하인 기업

은 소기업,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이고 매출액 2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기업의 범 를 상시근로자수나 자본 ,자산총액 는 매출액

등과 같은 수량 인 기 에 따라 정하고 있기는 하나, 소기업은 각각의 나라마

다 경제발 단계 는 시 상황별로 상 으로 악되는 개념이므로 인

어떤 범 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소기업의 특징

소기업의 특징을 국민경제 측면과 기업경 측면에서 나 어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국민경제 특성

국민경제 측면에서 소기업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경의,1986).

첫째,존립분야의 범 가 넓다는 이다.일반 으로 소기업은 거 자본이 참

여하지 않는 제조업,수송업,서비스업 등 국민경제 으로 범 한 분야에서 사

업을 운 하고 있다.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분야에서 소기업은 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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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둘째,일반 으

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분 기업이 참여하는 분야에선 독과

지배가 강하고 시장 가격의 경직성이 나타나지만 소기업은 일반 으로 자

유경쟁을 통한 가격이 형성되므로 건 한 시장구조가 이루어진다.셋째,하지만

자본에의 종속성이 강하다. 반 으로 소기업이 상 으로 소규모이고 경

기변동에 쉽게 향을 받기 때문에 개업율이 높으면서도 한 폐업율도 높다.

즉,호황기에는 신규 소기업이 늘어나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기존의 기업들이

을 받게 되지만 불황기에는 그만큼 경쟁력이 일반 으로 약하기 때문에 도

태되기 쉽다.다섯째,유휴노동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부분 소기업은 유

휴노동력,즉 년층,부녀자,계 노동자,농사 부업자 등의 유휴노동력을 고용,

활용하기 때문에 과잉 노동력과 자본축 이 낮은 개발국가에서는 소기업의

경제 역할에 한 평가가 높다.여섯째,지역 특성이 강하다.즉,기업활동

역이 체로 지역 이므로 소기업은 지역사회와 한 상 계를 맺고 있

다.특히 소기업은 해당 지역의 노동력을 흡수하고 융,원재료,제품 등의 시

장 계가 지역사회와 착될 뿐만 아니라,노동자와 경 자가 직 면 하게

됨으로써 사회의 안정세력으로서 건 한 지역사회 발 조성에 기여한다.

(2)기업경 특성

이와 같은 국민경제 인 특성 이외에 소기업의 경 상 특성을 장·단 으로

나 어 보면 다음과 같다(김이태 외,2000).

먼 장 으로는,① 기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기변동 등의 경 환경변화에

따라서 기민하게 응할 수 있다.즉,소비자의 기호나 변화가 심한 제품 등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서 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탄력성 있는

소기업이 기업에 비해 유리하다(김원수,1985).

② 제품의 특성상 노동집약 이고 기계화할 수 없는 어려운 제품의 경우에는

소기업에게 더 유리하다.

③ 기업에 비하여 효율 인 경 이 가능하다.경 조직을 간소화 할 수 있고

리자의 수를 하게 통제함으로써 인건비를 이고 리자의 시간낭비를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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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히 간소한 조직구조와 유연성 신속한 의사결정과정은 변하는 시장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응하기가 쉽고 소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신속하고 직 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 외에 단 으로는,① 기업운 이 주로 표자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게 되므로 기업의 지속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② 원할치 못한 자 조달력으로 인하여 생산방식의 근 화가 어렵다.

③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상 으로 약하다.

④ 사회 신용도가 낮고 인력확보나 매 활동면에서 불리하다.

⑤ 원자재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소량 구매로 인하여 가격할인등 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소기업이 더 발 으로 경쟁우 를 확보하기 해서는 그들이 가지

고 있는 경제 경 측면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활동을 개하여야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불리한 을 유리한 경쟁력으로 환시킬 수 있는 잠재능

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 이고 능동 인 기업경 활동을 지향하는 기업

가의 자세가 필요하다.

3) 소기업의 역할

일반 으로 소기업의 개념이 상 이고 각각의 나라마다 정치,경제,사회

환경에 따라 정하는 기 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존립을 단 으로 표 하기는

어렵지만 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소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국이든,후진국이든 각국의 경제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소기업의 역할을 일반 으로 거시 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희 ·박상범,1997).

첫째, 소기업은 경제발 의 기반을 조성한다.한 국가경제에서 소기업의

비 은 상당히 높아 어느 나라에서든지 수 인면에서 95%(한국의 경우 99.9%)

이상을 차지한다.이 게 많은 숫자의 소기업은 아주 활동 으로 생산과 균형

있는 소득분배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기능을 확 함으로써 사회 으로 안정 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한 기업 주의 경제력 집 방지로 시

장기능을 확 하는 등 경제발 의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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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균형 있는 산업발 에 기여한다.일반 으로 기업과의 원만한 유

계와 독자 인 소기업의 계는 산업구조의 변 확 를 해 큰 역할을 담당

하며,산업에서의 ·후방으로 되는 효과는 시 지효과를 일으키고 문생산

체제를 통한 생산의 우회화의 역할을 한다. 한,경제의 안정성장을 해서는

기업과 소기업의 균형 있는 역할분담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요한 토 를 마련한다.

셋째, 소기업은 고용창출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한다.우리 나라의 경우

체기업 소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고용 비 은 88.4%에 달한

다. 소기업은 개별 으로는 기업규모가 기업에 비하여 작지만 국가차원의 경

제규모로 볼 때 그 크기는 기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노동력의 흡수와 활

력소로서 그 사회 안정망을 형성하며 고용기회 제공 고용 창출하는데 있어

서도 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소기업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합하다.오늘날 사회는

갈수록 다양화,개성화, 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상품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수 있는 것은 소품종다량생산의

기업보다 다품종소량생산인 소기업이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다양한 수

요변화에 민첩하게 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섯째,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체 으로 소기

업은 국에 걸쳐 범 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소규모시장을 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제품을 생산,육성할 수 있다.따라서 각

지역의 통 인 기술이나 기능을 유지하고 계승,발 시킴과 아울러 농어 소

득증 에도 큰 역할을 하여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 을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소기업은 기술개발의 진제 역할을 수행한다. 소기업의 특성

하나인 수요에 한 높은 탄력성이 개발된 기술의 제품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화하는데 체 으로 용이하다.따라서 문성이 있는 우수한 기술발 의 원

천으로서 그 역할이 크다.최근에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

는데 소기업의 기술개발 진에 한 역할이 증 되고 있고 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소기업 특징과 역할의 장 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시 에 한 기

업형태로서 지속 으로 각 을 받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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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체 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업 체 수 2,976,646 2,974,185 2,874,794 2,616,222

종업원수 12,612,692 11,149,134 7,724,227 5,102,578

4) 소기업의 황

(1)국내 사업체 황

국내 사업체 수의 황은 다음 <표 Ⅱ-2>와 같이 소기업은 297만여 업체수

로서 체 사업체 수 비 99.9%를 차지하며,종업원 종사자 수는 약 1,150만 명

으로서 체 사업체의 종업원 수 비 약 88.4%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2> 국내 사업체 황

(2007년 기 )

자료:http://stat.kbiz.or.kr/(소기업 앙회,2009소기업 황09-4-29).

(2)업종별 사업체 황

업종별 사업체 수는 다음의 <표 Ⅱ-3>과 같이 소기업 에서도 도․소매업

이 28.4%로 가장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으며,그 다음으로 음식 숙박업

이 20.0%,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12.0%,운수업 11.3%,제조업이 11.1% 순으

로 분포되어 있다.

(3)업종별 종업원 황

업종별 종업원의 수 황은 다음의 <표 Ⅱ-4>과 같이, 소기업 제조업 종

사자비율이 가장 많은 24.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도․소매업이 21.1%,음

식,숙박업이 14.4% 순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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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수 비율 업체 수 비율

합 계 2,974,185 100.0 2,616,222 100.0

제조업 328,944 11.1 267,657 10.2

업 1,777 0.1 1,389 0.1

건설업 92,060 3.1 72.576 2.8

기,가스 환경복원업 4,786 0.2 1,739 0.1

도․소매업 844,515 28.4 759,906 29.0

숙박 음식업 594,951 20.0 536,866 20.5

운수업 335,203 11.3 326.576 12.5

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20,119 0.7 9,431 0.4

융 보험업 9,264 0.3 5,763 0.2

부동산 임 업 99,499 3.3 91,919 3.5

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85,367 2.9 54,617 2.1

교육서비스업 132,574 4.5 107,529 4.1

보건 복지서비스업 63,776 2.1 40,265 1.5

기타 스포츠 개인서비스 등 361,350 12.0 339,989 13.0

구 분
소기업 소상공인

종업원 수 비율 종업원 수 비율

합 계 11,149,134 100.0 5,102,578 100.0

제조업 2,684,368 24.1 814,628 16.0

업 13,684 0.1 4,392 0.1

건설업 743,241 6.7 244,111 4.8

기,가스 환경복원업 56,580 0.5 4,568 0.1

도․소매업 2,351,081 21.1 1,377,936 27.0

숙박 음식업 1,609,708 14.4 1,111,946 21.8

운수업 768,668 6.9 391,813 7.7

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262,229 2.4 22,456 0.4

융 보험업 90,748 0.8 10,428 0.2

부동산 임 업 227,633 2.0 145,807 2.8

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 708,589 6.3 122,341 2.4

교육서비스업 476,632 4.3 195,827 3.8

보건 복지서비스업 376,995 3.4 125,377 2.5

기타 스포츠 개인서비스 등 778,978 7.0 530,948 10.4

<표 Ⅱ-3> 업종별 사업체 황(2007년 기 )

(단 :개,%)

자료:http://stat.kbiz.or.kr/(소기업 앙회,2009 소기업 황09-4-29).

<표 Ⅱ-4>업종별 종업원 황(2007년 기 )

(단 :명,%)

자료:http://stat.kbiz.or.kr/(소기업 앙회,2009 소기업 황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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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가의 사회 역량

소기업의 성공 인 운 은 기업가의 능력과 역량에 달려있다.물론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특히 규모가 작고 세한 소기업인 경우에는 필요한

자 과 정보의 확보는 물론 기업조직을 운 하는 것도 으로 기업가에게 의

존할 수 밖에 없어 기업가의 역량이 매우 요하다.그래서 기업가에 한 기존

의 연구들은 기업가의 심리 특성,배경 특성에 한 연구에 심이 집 되었

다.그러나 최근에는 기업가의 행동특성,역량특성 등을 강조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BaronandMarkman,2003;Erikson,2002;이윤재,2007).이러한 연구

흐름 에서도 기업가의 사회 역량에 한 연구는 비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따라서 본 에서는 기업가의 사회 역량과 기업성과의 계 등을 살펴보

고자한다.이에 앞서 이 에 주목을 받아왔던 기업가의 역량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기업가의 역량 특성

사 (인터넷 한자사 )의미로 역량(competency)이라는 용어는 “어떤 일을 감

당하여 해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Boyatzis(1982)

는 역량을 “직무에서 효율 이거나 우수한 수행 능력을 보이는 개인의 잠재 인

특성”으로 보았으며,최근에 Summers(2004)는 역량을 “효과 인 작업을 수행하

기 해 필요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이나 지식,업무동기”라고 정의하

다.즉,역량이란 “효과 혹은 우수한 성과와 결정 으로 련된 동기,특성,기

술,자기이미지,사회 역할,지식체계 등의 내재된 특성들이 직무상황에서 통합

되어 행동으로 발휘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윤재,2007).

일반 으로 기업가의 역량에 한 선행 연구들은 부분 성공 인 리더와 기

업가는 기업 성과와 련된 남다른 역량을 소유하고 이를 실천한다는 공통 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이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Lockeetal.(1990)은

인지 능력, 문화된 기술에 한 지식과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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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한 역량으로 꼽았으며,Ibrahim & Goodwin(1986)은 권한의 양 능력,

고객 리 능력, 인 계 능력 등을 기업가의 요한 역량으로 보았다.

Yulk(1990)는 의사 결정 기술,정보처리 기술,네트워킹 기술, 문화된 지식,기

술 능력 등을 기업가의 요한 역량으로 제시하 다. 한,Chandler&

Jansen(1992)은 기업가의 역량을 기회 인지,개념 능력,인지 능력,정치 능

력,기술 -기능 역량으로 구분하고 있다.하지만,최근의 기업가의 역량에

한 연구에서는 주로 내부 자원의 부족을 보완하기 해 외부로부터 자원을 조달

하고,다양한 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사회 역량을

요시하고 있다.특히,Baronand Markman(2003)은 사회 역량으로서의 사회

지각능력,사회 응능력,표 력 인상 리능력을 강조하고 있다.지 까

지의 기업가의 역량에 한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Ⅱ-5>와 같다.

한편,국내에서 기업가의 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분석한

이윤재(2007)는 기업가 역량을 기회개발 역량, 리 역량,사회 역량으로 구분

하여 설명하고 있다.기회개발 역량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

하고 좋은 기회를 선 할 수 있는 능력인 ‘기회인지 역량’과 통 인 기업가의

특징인 신을 한 일반 인 능력인 ‘기회 개발’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리 역량은 인 자원 리 능력,의사 결정기술,리더십에 련된

능력을 포함한다.여기서 인 자원 리 능력이란 권한 임,인사시스템 구축,갈등

해결, 구성,보상 체계 능력 등을 포함하는 일반 인 역량을 지칭하고 있다.의사

결정기술은 문제의 발견과 문제와 련되지 않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단하며,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에 한 해결책을 찾고 창의 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

력이다.리더십 역량은 리더인 그가 소속된 조직의 구성원들과 성공 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고 그들의 행동에 향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다음에 기술할 기업

가의 사회 역량은 기업가가 타인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신생 기업의 성공에 있어 매우 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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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역량변수

Minzber&Waters(1982)
기술 능력,환경에 한 탐색,유망한 기회

선택,시장기회 포착 능력

Stevenson&Gumpert(1985) 기업가의 지능,열정,경험

Mitton(1986)
문 지식,기회 인식, 략 찰 능력,

경 통제 기술

Wheelen&Hunger(1989)
과업수행 성과평가,제도, 산, 차 등에

한 개발 능력

Bird(1988,1989)

시간 신장(미래를 재로 바꾸는 능력),

략 집 (목표지향성),기능 능력,추상

사고,실시간 학습 능력,자기 리능력,기회

인식

McClelland(1987)&

Ducette(1986)
기회 인식,통제기술,네트워크기술,계획기술

Herron& Robinson(1990)

문 기술 능력,산업 지식,사업 능력,

리 능력,리더십 능력,네트워킹기술,기회

인식

Chandler& Jenson(1992)
기회 인식,개념 능력,인 기술,정치 능

력,기술 -기능 역량

Hood& Young(1993)
기능 기술,리더십,인 기술,커뮤니 이션

능력,기회 능력(비 포함),자기 리 능력

Chandler& Hanks(1994a)
고객 욕구 인식 능력,제품의 시장성 탐색 노

력,시장성 있는 제품 포착 능력

Mirabile(1997) 문제 해결 능력,분석 사고,리더십

Ulrich(1997) 변화선도,비 설정 능력

박철민,윤병섭(2004) 의사소통 능력,동기부여능력,의사 결정 능력

김경식(2005)
성취 욕구,창의성,조직화,사회 (네트워크),

기술능력,개념화, 략,시장 감지

장수덕(2007)
조직화,동기부여,리더십,비 과 목표제시능

력,타인 평가능력

<표 Ⅱ-5> 기업가의 역량에 한 연구

자료:Baum,1994;이윤재,2007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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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가의 사회 역량

기업가의 사회 역량(socialcompetences)에 한 연구는 비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기존에는 주로 사회 역량이라는 용어 보다는 주로 네트워크 기술 혹

은 인간 계 능력 등으로 간주되었다.사회 역량에 한 연구의 시발 은 Baron

andMarkman(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이들은 기업가의 사회 역량이 뛰어

날수록 높은 재무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가정하여,기업가의 사회 역량을 사

회 지각능력,사회 응능력,표 력과 인상 리능력으로 규정하 다.

사회 지각능력이란 타인의 감정,동기,개인 특성 의도를 얼마나 잘 지

각하는가를 의미한다.사회 지각능력이 높은 기업가는 종업원들의 특성,동기,

의도를 잘 악함으로써 기업성과 하의 원인이 그들의 동기 부족인지,자원의

결핍인지,혹은 다른 원인들 때문인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지각능

력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사회 응능력은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재빠르게 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표 력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논리 으로 타

인에게 달하는 기술을 뜻한다.인상 리는 타인에게 호감을 주거나,선물을 보

내는 등의 행 를 통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자 노력

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장수덕(2007)은 기업가의 사회 역량을 내부 사회

역량과 외부 사회 역량으로 구분하 다.내부사회 역량으로는 조직화,동

기부여 능력,리더십능력,비 과 목표제시 능력 등을 의미하며,외부 사회 역

량으로 타인에 한 평가능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업가의 사회 역량에 심을 갖는 이유는 사회 역량이 높은 기업가는 외

부로부터 기술이나 자본을 조달하거나 마 을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

문이다.기업활동은 기업가 혼자가 아닌 둘 이상이거나 혹은 을 이루어 수행되는

경우가 부분이므로,이때 타인과 함께 효과 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성

공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소기업의 경우에는 내부 자원이 부족하기 때

문에 부분 외부의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이 때 기업가는 외부로부터 자

원을 조달하기 해 회사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

한 외부자원을 극 활용함으로써 경 리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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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의 네트워크 형성시 기업가의 사회 역량은 외부의 이해 계자들과 효과

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매우 요한 능력으로서 기업가의 사회 역량이 높을수록

면 에서 우호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그러므로 기업가는 창

업 기에서부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외부의 필요자원에 근함은

물론 외부로부터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며 내부 으로는 종업원들을 이끌

어가기 해 동기부여하고 조직몰입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즉,기업가가

내․외 으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기업성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이다(Chandlerand Jansen,1992;Carter,Gartner,and Reynold,1996;

Baron,1998;BaronandMarkman,2000;BaronandMarkman,2003;장수덕,

2007).

3)기업가의 사회 역량과 기업성과의 계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 일반 으로 사업수명주기

(businesslifecycle)에 따라 다양한 능력과 기술(skills)이 요구된다.기업의 창업

단계에서는 사업기회의 인지 개발 능력이 요구되며,사업을 개시하거나 인수

할 때에는 자 조달 능력이나 상 능력이 필요하다.그리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

라 기업을 합리 으로 운 할 수 있는 조직 리 능력이 요구된다.여기서는 기업

가의 사회 역량과 기업성과와의 련성에 한 연구를 개 하고자 한다.

우선,BaronandMarkman(2000)은 기업가의 사회 역량을 사회 지각능력,사

회 응능력,표 력 인상 리능력 차원으로 구분한 다음,기업가의 사회 역

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연구결과,기업가의 사회 역량 에

서 사회 지각(socialperception)과 사회 응력(socialadaptation)은 벤처기

업의 성과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후의 연구(2003)

에서도 사회 역량,특히 사회 지각과 사회 응력은 인구통계 특성에 비

해 기업성과를 보다 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이며 향력 한 정(+)의 유의

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덕(2007)은 사회 자본의 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단

순히 사회 자본의 크기나 양이 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자본에 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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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데 있어서 혹은 사회 자본의 강도(intensity)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필

요할 것으로 단되는 기업가의 신뢰를 조 변수로 사용하 다.그는 사회 역

량을 내부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내부 사회 능력과 외부 으로 타인들의

효과 인 상호작용에 필요한 외부 사회 능력으로 구분하여 연구하 다.

내부 사회 역량은 AlderandKwon(2002)의 연구에서처럼 외부 사회 역량

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 결속(bonding)능력에 한 것이다.다시 말해서 기업

가가 조직내부의 구성원들을 상으로 효과 인 상호작용을 해 얼마나 리능

력(조직화,동기부여 능력,리더십능력,비 과 목표 제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

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외부 사회 역량은 BaronandMarkman(2000;

2003)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사회 역량 에서 타인에 한 평가능력(타인을 제

로 보고 단할 수 있는 능력,타인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특성을 악할 수

있는 능력,주어진 상황 하에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평가할 수 있

는 능력 등)에 한 것을 활용하 다(Baron,1998;BaronandMarkman,2000;

BaronandMarkman,2003;장수덕,2007).

특히,그는 기업가의 신뢰를 사회 역량을 통해 구축된 내․외부 네트워크

를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요하다고 인식하여 사회 역량과의 상호작용이

기업성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연구결과,기업가의 내․외부 사회 역량은 벤

처기업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즉,기업가의 사회

역량이 구체 인 기업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보다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필

요성을 제기하 다.그러나 기업가의 내․외부 사회 역량과 신뢰와의 상호작

용은 모두 기업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결

국 기업가들은 조직 내․외부의 이해 계자들과 상호작용함에 있어 신뢰가 기반

이 되는 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효과 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기업성과 창출 혹은 기업 성장에 있어 매우 요하

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한,김경식(2005)은 문헌연구와 벤처기업가 문가 인터뷰과정을 통해 기

업가의 역량을 성취 역량,기술 역량,창의성 역량,개념화 역량, 략 역량,사

회 역량,시장감지 역량으로 구분하여 기업가 역량과 기업성과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여기에서 성취 역량이란 목표지향 이고 이익과 부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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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의 실 ,신제품의 실시 등과 같은 도 인 목표를 달성하기 한 성취

욕구를 의미하며,기술 역량은 기술지식은 부족하지만 기술의 성격 로드맵,

발 경로, 개과정에 한 이해도로 설명하고 있다.창의성 역량은 기존의 아이

디어나 제품을 변형,재구성하여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요한 기업자산으로 보고

있다.개념화 역량은 수행자가 상황이나 문제를 액면 그 로,혹은 타인에

의해 정의된 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보다 심층 이고 복합 인 수 에서

스스로 이해하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략 역량(조직화 역량 략 역량 통

합)은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에 한 확고한 비 을 설립하여 이를 달성하기 한

략수립으로 보고 있다.사회 역량은 BaronandMarkman(2003)의 연구를 활

용하여 사회 지각,사회 응성,표 력 등을 네트워크 역량으로 의미를 부

여하고 있고,시장감지 역량은 재의 고객과 미래의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한 노력도로서 시장의 변화를 악하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연구결과 개

념화 역량과 사회 역량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나머지 5개 역량은 조 변수인 성장단계별,산업유형별과 상 없이 기

업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3. 신성

신(innovation)이란 용어는 연구자의 심분야와 연구의 에 따라 3가지

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강재정,1993).첫째 신이란 발명(invention)과 동

의어로 사용하는 것이다.즉,두 개 이상의 존 개념이나 실체를 획기 인 방법

으로 결합하여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형체를 만드는 창조 발명을 의미하며,이

런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신 이라고 말한다.둘째, 신을 과정으

로 악하여 착안단계,채택단계,실행단계 등을 거치는 과정으로 악하는 것이

다.Knight(1967)는 신이란 조직과 련환경에서 새로운 변화의 채택(adaption)

으로 정의하고 있다.DamanpourandEvan(1984)는 신을 환경의 변화에 처

하고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보고 기술 신과 리 신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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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 다.기술 신이란 새로운 상품,서비스 혹은 공정,서비스 운 에 새로

운 요소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리 신이란 조직의 사회 시스템내

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실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 조직구

조,인사정책,정보 통제시스템,보상 리 등 조직구조와 리기법 등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셋째는 채택과 계없이 고안되거나 신기한 것(novel)

으로 간주되는 아이디어,실천,가공물 등을 의미하는 경우이다.이와 같이 신

(innovation)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신성(innovativeness)에 한 연구

는 상 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

Miller(1983)는 신성의 개념을 ‘목표를 이루기 한 담하고 범 한 행동

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욕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NamanandSlevin(1993)은

신을 하고자 하는 자발성(willingnesstoinnovate)로 정의하고 있다.Covin과

Slevin(1989)의 연구에서 신성은 ‘신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성향(thefirm's

tendencytowardinnov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Thompson(1965)은 신성을

‘새로운 아이디어, 로세스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수용하고 실행해 가는 능

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Calantone과 그의 동료들(2002) 최순 (2004)은 신능

력( 신성)을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상 으로 새로운 것에 일 응하는

능력의 정도’로 정의하 다.이와 같이 신성의 개념에는 신을 포함하는 의

의 개념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Miller,1983).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신

성을 신의 개념을 포 하는 의의 개념으로 보고 조직내에서 새로운 공정,제

품 는 아이디어를 도입하려는 기업의 성향 혹은 기업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즉 다른 사람이나 조직과 비교하여 새로운 것을 상 으로 얼마나 일

수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신성과 기업성과 간의 계를 연구한 결과, 신성은 기업성과와

일 성 있게 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 져 왔고 이는 경쟁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신 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Cooper and

Dunkelberg,1987;Cooper,2000;Rogers,1995;LiandCalantoneetal.,2002). 표

으로 Damanpour(1991)는 일반 으로 신의 채택이 기업성과나 유효성에 기여한

다고 주장하 으며,Zaltman과 그의 동료들(1973)은 신성은 한 정보 수집과 의

사결정의 결과로서 기업의 성공을 해 필요한 수단이며, 신성은 기업성과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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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Deshpande,Farley& Webster(1993)도 50개

의 일본 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 인 기업일수록 더 높은 기업성과

(수익,매출성장,시장 유율)를 달성함을 규명하 다.

4.경 리 역량

기업가는 어떤 훌륭한 아이템이나 한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 하

더라도 경 리 역량이 부족하여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성공 실패의 요인으로서 이러한 경 리 역량의 부재를 꼽으

면서 그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HaswellandHolmes,1989;Keats,andBarker,

1988).경 리 역량은 계획하고 실천하고 통제하는 반복 으로 수행되는 과정

이다.이와 같은 소기업가의 경 리 역량에 하여 생산 리,기술 신,자

리,인력 리,마 리 등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정기,2002)

1)생산 리

제조업에 있어서 제품 는 서비스를 생산함은 그 비즈니스의 핵심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다.신생기업의 경우 창업 기 는 창업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을 효과 으로 처리하고,발생되는 문제 들을 능률 으로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활동이 생산 리이다.그러므로 생산 리는 생산해서 매할려고 하는 제

품을 소비자의 욕구에 일치시키고,기업의 최종 인 목표에 공헌하면서 한 그

기업의 목표 략에 일치하는 제품에 한 사업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일을 필요

로 한다(WheelWright,1982).

따라서 생산 리는 생산성의 향상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데,세부 으로 살펴

보면 첫째,원가 감 노력이다.생산원가를 이거나 재고량을 이거나 불량률

을 감소시키는 등의 원가 감 노력은 생산 리에서 요한 목표이다.둘째,품질

향상이다.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경쟁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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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품질향상은 요한 요소이다.셋째,생산시간 단축이다.이는 기업의 경쟁력

에 크게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넷째,유연성이다.시장의 요구사항을 생산부문

에서 얼마나 신축성있고 유연하게 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성 향상을 한 생산 리(productionmanagement)는 기업경 에

있어서 직 생산활동인 제조활동을 능률화하고 최고의 생산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해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 내지 체계 리활동을 말한다.다시

말해서 양질의 제품을 기간과 양에 기 되는 원가로 생산하게끔 제 활동을 계

획·실시·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렴하고 신속하게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좋은

상품을 정한 수량만큼 공 하기 해 생산하는 것이다.이러한 리활동이 잘

이루어질 때 생산 는 매비용을 낮출 수 있고,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도 한

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2)기술 신

기술 신(technologicalproductandprocessinnovation)은 기술 으로 새로운

제품공정의 개발과 기술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장에 도입되거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이러한 기술 신은 진 인 신기술을 채

택하거나 기존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의 기술을 복합 으로 응용한 경우

이며,공정 신은 기술 으로 새롭다거나 히 개선된 생산방식이나 운송방식

을 채택한 경우를 말한다(윤문섭․장진규,2000). 한 Schumpeter(1934)는 기술

신을 기술의 발 뿐만아니라,새로운 시장개척,상품공 방식의 변경 등 경

제에 충격을 주고 변동을 야기시키며 이것에 의해 동태 이윤을 발생시키는 모

든 계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기술발 의 도입과 보 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기술 신을 수행하기 해서는 우선 으로 기술 기회를 선

하고 포착해야 하는데 기업체마다 이를 인식하고 개발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

게 마련이다.이러한 기술 기회와 리능력은 기업이 갖고 있는 내부역량만으

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수요의 응 는 외부조직과의 계로부터 향

을 받게 되므로 지속 으로 변화에 응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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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성장․발 하기 해서는 시장개척에 있어서 신규 수요창출과 련하

여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나 기존의 상품과는 다른 품질,기능면에서 크게

발 된 상품의 개발이 요시 여겨져야 하며, 한 고객의 욕구충족 수 에 맞추

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단한 신제품의 개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다.아무리 규모가 작은 소기업가라 할지라도 고객의 욕구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다면 자연 도태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 신을

통한 지속 인 신제품 개발만이 그 기업이 존속되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3)자 리

경 리의 통제도구로서 리 사용되는 것이 자 이다.통제는 계획수립과

련하여 산과 상 계를 가지며 어떠한 비용,수익, 는 물질 인 투입과 산

출이 포함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종의 일목요연함을 갖추도록 강요

하는 것이다(Stewart,1990).일반 으로 기업은 활용할 수 있는 자 이 매우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 을 얼마나 효율 으로 활용하는가는 그 기업의 성공

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선행연구들에 있어서도 성공한 모든 기업체가 완벽한

재무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 한다(Lussier,1996;

ReynoldsandMiller,1989).

신생기업들의 경우 당시 생각하지 못한 자 소요에 따른 자 의 압박 는 자

리상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부분

의 소기업가 혹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자 통제를 소홀히 하거나 올바른 지식

습득이 없는 데에서 기인하는 효율 자 통제 해요소가 되어 기업 경 과정

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4)인력 리

인력 리는 일반 으로 기업가들이 경 활동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소기업청(2005)의 소기업 인력실태 황에 의하면

소기업의 인력부족 원인은 근로조건 격차,열악한 작업환경 등 소기업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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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사회 인식과 같은 구조 요인이 근본 원인으로 소기업 특히,소상공

인의 경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선행연구에 있어 유능한 종업원들을

유인하고 확보한 기업의 경우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한 업체들보다 더욱 높은

성공확률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Sommers와 Koc(1987)은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기업의 성공에 향을 주는 변수로 주장하 다.종업원은 마

의사 달자로서 고객과 직 으로 면 하기 때문에 단히 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은 이들의 역량과 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한 훈련과 교육이 필수 이며 종업원에게 있어서는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즉,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 확

보를 가능하게 하고,종업원은 자기계발을 통한 자기발 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능한 종업원의 확보와 리는 기업성과에 많은 향을 미치게 한다.

5)마 리

기업의 마 활동은 직 으로 구매자 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

족시킴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

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마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하부기능 즉,마 의 략 수단이 있으며,네 가지 하부기능이란 제품

(product),유통(place), 매 진(promotion),가격(price)등의 계획과 리를 말

한다.이를 일컬어 4P기능 는 마 믹스(marketingmix) 리기능 이라고

한다(Perreaultand McCarthy,1996).기업은 창업과 동시에 그가 생산하는 제

품 는 서비스와 련된 다양한 마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 는 서비스의 매를 진시킬 수 있다. 한 고객의 욕구가 무엇

이고 그 욕구를 어떻게 히 응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마 기술들을 요구

하게 되는데,기업은 자신이 표 으로 하고 있는 고객들의 욕구에 합한 마

략을 추구함으로써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마 기술을 갖지 못한 기업은 그 기술을 가진 기업에

비해서 실패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마 은 경쟁에 한 지식을 기업가에게 심

어주기 때문에 성공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Vesper(1990)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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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지식이 기업의 성공과 정 인 상 계를 명확히 가질 것으로 주장하

다.그에 의하면,일반 으로 몇몇 기업들이 한 사 시장조사와 함께 사업

을 시작하게 되는데 시장조사를 실시한 기업들은 많은 수가 성공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장 주(1996)에 의하면 창업기업의 성과와 환경간에는 상 계

가 없었으며, 략 마 기술과 기업의 성과는 정(+)의 계가 있어 기업의

성과 창출을 해서는 무엇보다도 마 략인 고 활동,시장개척을

한 시장조사,새로운 유통경로 개발 등의 마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 다.

이와 같이 기업가의 경 리 역량은 내부의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여 어

떻게 기업성과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으나 어느

분야든지 소홀히 하거나 홀 하게 되면 도태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 리 역량은 요하다.

이러한 경 리 역량과 기업성과의 계에 해 연구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

보면,이인찬 등(1998)은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분석과 정책과제”에서

300개의 정보통신 심의 국내 벤처기업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성공요인을 분

석하 다.평가된 요소는 기술력이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이라는 기업이 59%로 가

장 많았으며,두 번째로 자 조달능력,세 번째는 창업단계와 상업화단계에서는

마 능력을 들었으나,안정화단계에서는 인력조달 능력을 성공요인으로 꼽았

다.이외에도 시장개척능력,신상품 아이디어, 매력 등이 있었다.한편,창업단

계에서는 시장개척능력이 더 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안정화단계에서는 신상품

아이디어,상업화단계에서는 매력이 다른 단계에서보다 더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선(1991)은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한 연구”에서 한국기술 융(주)로부

터 지원 받은 벤처기업 33개 업체를 상으로 성공,보통,실패업체로 나 어

76가지의 성공요인을 실증분석 했다.연구를 통해 성공기업과 실패기업간의 차이

를 회사의 능력,제품,환경,창업자로 나 어 검증한 결과 회사의 능력부문이 가

장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냈으며,그 다음으로 제품,환경,창업자 순으로 나타났

다.부문별로는 회사의 능력부문(마 ,기술,생산,인사,자 조달)에서는 마

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제품부문(성능, 매성,방어성,제품수명주

기)에서는 매성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고객지향 인 활동이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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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박정기(2002)는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한 실증 연구에서 국 으로

창업후 6개월이 경과한 410개 업체를 상으로 경 리요인(생산․기술 신,자

통제, 문가 상담,유능한 종업원,마 )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악

했다.연구결과 생산․기술 신,자 통제,유능한 종업원,그리고 마 등이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 리

역량요인으로 박정기(2002)의 연구에서 기업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용하 다.

5.기업성과

일반 으로 기업성과는 기업의 경 활동 성과를 뜻하는 것으로서 매출액,순이

익,이익률,성장율 등 수치로 표시한다.Damanpour(1991)는 기업성과란 수익성과

매출액 시장 유율 증가와 련이 있는 조직목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반 인 기

업의 략 목표의 달성으로 정의하기도 하 다.

한편,기업성과 측정방법에 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지만 지 까지 기업

성과에 한 측정은 주 평가와 객 평가 모두 사용되어 왔다.Hooleyet

al.(1999)는 Morganetal.(1995),Porter(1991)가 이용한 주경쟁자와 비교하는 형

식의 주 평가방식을 이용하여 재무 부문(이윤,ROI)과 시장부문( 매량,

시장 유율)에 한정하여 기업성과를 측정하 고,Calantoneetal.(2002)는 ROI,

ROA,ReturnonSales,overallprofitability로 성과를 측정하 다.Pelham(2000)

은 매성장률,시장 유율,수익성,마 효과성으로 성과를 측정하 으며,

NarverandJacobson,Slater(1999)에 의하면 시장기반능력은 ROI보다는 매성

장률과 매우 련이 있다고 하 다.기업성과는 실제로 ROA,P/L,B/S등 재무

제표에 의해 객 으로 측정할 수 있기도 하지만,Fisheretal(1983)은 ROI,

업이익, 매량,시장 유율과 같은 성과의 수치는 상이한 시장,상이한 회계

기 의 차이,상이한 시장크기 등으로 인해 회사들간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고 보



- 27 -

고 있다.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객 평가와 주 평가간에 아주 강한

상 계가 있음이 밝 지고 있으며,지 까지 많은 연구논문들은 객 평가(Dess

etal.,1984;VenkatramanandRamanujam,1986;Dess,1987;VerhageandWaarts,

1988;Venkatraman,1990;Golden,1992;Powell,1992;Covinetal.,1994;Hartand

Banbury,1994)와 주 인 평가(Jaworskietal.,1993;Slateretal.,1990;Hartand

Diamantopoulos,1993;Greenley,1995)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한편,객 평가는

결산 등 재무제표를 통해 사후에만 측정가능하다는 약 때문에 Jaworskiet

al.(1993)은 객 평가보다는 오히려 주 평가가 성과개념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분 최고경 자가 지각하는 주 측결과는 객 평가결과와 일치하

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은 기업성과를 측정하는데 주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

(Slateretal.,1990;Jaworskietal.,1993;Hartetal.,1993;Greenley,1995;최

순 ,2004;이재훈 외,2006).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기업성과는 기업가의 주

단에 의한 정성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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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설계와 방법

1.연구모형의 설정

사회 역량이 직 으로 기업성과로 연결된다는 (Baron and Markman,

2003)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사회 역량이 기업성과로

직 연결되기 보다는 신성과 경 리 역량에 향을 미치고, 신성과 경

리 역량이 기업성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그림Ⅲ-1>은 본 연구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은 BaronandMarkman(2003)의 연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Ⅲ-1>연구모형

2.연구가설의 설정

1)사회 역량과 기업성과간의 계

최근 기업가의 사회 자본(socialcapital)의 요성을 제기한 많은 연구들이

경 리역량

사 적 역량

- 지각능

- 적응능

- 능

신

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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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StarrandMacMillan,1990;OstgaardandBirley,1994;Yli-Renko,

Autio,andSapienza,2001).이러한 연구에서는 풍부한 사회 네트워크,개인

인맥,여타 거인들 등을 소유한 기업가가 그 지 못한 기업가들에 비해 더 많

은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창업 운 자 과 같은 외부자원을 받을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Alderand Kwon(2002)은 사회 자본을 네트워크 연결

(bridging)자본과 내부 결속(bonding)자본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네트워크

연결자본은 네트워크 이론가들의 을 반 하여 외부 자원에 한 근과 활

용과 련된 역량이나 특성을 의미한다.내부 결속자본은 외부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으로 외 활동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실제 BaronandMarkman(2000)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

의 사회 역량 에서 사회 지각(socialperception)과 사회 응력(social

adaptation)은 벤처기업의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찬

가지로 이들에 의해 이후에 진행된 연구에서도 사회 역량,특히 사회 지각과

사회 응력은 인구통계 특성에 비해 기업가의 재무 성과를 보다 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이며 향력 한,정(+)의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onandMarkman,2003).장수덕(2006)은 AlderandKwon(2002)의 개념

연구를 토 로 국내 벤처기업의 생존과 실패가 기업가의 사회 자본에 크게 좌

우됨을 주장한바 있다.이와 같은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1: 소기업가의 사회 지각능력은 기업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소기업가의 사회 응능력은 기업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소기업가의 화능력은 기업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사회 역량과 신성

Baron과 Markman(2000)에 의하면,사회 역량이 뛰어난 기업가들은 일반

으로 타인을 제 로 단할 수 있는 능력,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충분히 달할 수 있는 능력,타인에게 편안

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뛰어나다고 한다.따라서 사회 역량이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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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일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용한 정보와 지식,그리고 기술 등을 발견하

고 흡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단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흡수능력 이란

기업 외부로부터 유용한 정보,지식,기술을 발견 흡수하고 상업 인 목 의

활용에 용하는 기업가의 능력을 의미한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1: 소기업가의 사회 지각능력은 신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소기업가의 사회 응능력은 신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소기업가의 화능력은 신성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사회 역량과 경 리 역량

Ferris,Witt,andHochwarter(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 기술(socialskill)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다른 사

람들의 반응에 효과 으로 반응하여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결과

으로 조직내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마찬가지로 백

윤정(2003)의 연구는 여성창업자들의 사회 기술이 리역량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러한 근거에 의거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했다.

가설 3-1: 소기업가의 사회 지각능력은 경 리 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소기업가의 사회 응능력은 경 리 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소기업가의 화능력은 경 리 역량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신성 경 리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계

여러 학자들은 신성과 기업성과 간의 계를 연구한 결과, 신성은 기업성과와

일 성 있게 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 져 왔고 이는 경쟁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신 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CooperandDunkel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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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Cooper,2000; Rogers,1995; Liand Calantone et al.,2002). 표 으로

Damanpour(1991)는 일반 으로 신의 채택이 기업성과나 유효성에 기여한다고 주

장하 으며,Zaltman과 그의 동료들(1973)은 신성은 한 정보 수집과 의사결정

의 결과로서 기업의 성공을 해 필요한 수단이며, 신성은 기업성과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Deshpande,Farley& Webster(1993)도 50개의 일본

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 인 기업일수록 더 높은 기업성과(수익,매출

성장,시장 유율)를 달성함을 규명하 다.

박정기(2002)는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한 실증 연구에서 생산 리능

력,기술 신능력,자 통제능력, 문가 상담,유능한 종업원확보,마 능력과

같은 경 리요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악한 결과 생산 리능력․기

술 신능력,자 통제능력,유능한 종업원,그리고 마 능력 등이 사업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4-1: 신성은 기업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경 리 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측정변수의 설정과 조사방법

1)사회 역량의 측정

BaronandMarkman(2000)은 사회 역량을 사회 지각(socialperception),사회

응(socialadaptation),표 력(expressiveness),그리고 인상 리(impressionmanagement)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BaronandMarkman(2000)이 제시

한 사회 역량 에서 사회 지각(socialperception)과 사회 응(socialadaptation),

그리고 표 력(expressiveness)을 나타내는 차원만을 이용하 으며,유의하지 않은 차원

인 인상 리는 제외하 다.사회 지각과 사회 응항목은 원문을 그 로 번역

하여 사용하 으며,표 력의 차원은 사회 응능력과 일부 복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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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화과정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화능력으로 정의 하 다.구체 인 측정항목은 <표 Ⅲ-1>

에 제시되어 있는데,사회 지각은 4개 항목,사회 응능력은 5개 항목,그리

고 화능력은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 척도로 측정하 다.

2) 신성과 경 리 역량

Damanpour(1991)과 Hurley& Hult(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정의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성을 조직에서 새로운 과정,제품 는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 다. 신성의 측정을 한 항목으로는 Hurley

& Hult(1998)가 개발한 문항1)이 표 이나 이 문항은 조직문화를 심으로 이

루어져 있으므로,본 연구에서는 최고경 자 본인의 입장에서 신성을 측정하기

한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하 으며,5개 항목을 개발하여 5 척도로 측정하

다.구체 인 측정항목은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조직의 경 리 역량을 측정하기 하여 기업활동이 각 기능별로 얼마나 제

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측정하 다.구체 으로 인사 리분야,자 리분야,

생산 리분야,마 분야,그리고 기술개발분야로 나 어 각 분야별로 얼마나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5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 다.

3)기업성과

기업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무 성과를 가지고 측정하는 계량 방법

과 경 자의 주 단을 측정하는 정성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계량

방법이 기업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나 자료의 획득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에서는 주 방법인 정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Narver and

Slater,1990;Jaworskietal,1993;Greenley,1995;이재훈 외,2006).본 연구에

서도 기업성과를 주 평가를 이용하여 경 자에게 당사 기업의 매출액 증가

율수 ,소비자 선호도수 ,산업에서의 경쟁력 수 을 5 척도로 평가하도록

1) 이들은 신 을 ① 술 신의 수 정도, ② 신적 아이 어의 탐색 적극 , ③ 신에 한 경 층의 

수 정도, ④ 실행 지 않은 아이 어에 한 벌칙정도, ⑤ 신에 한 저항과 위험인식정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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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개념

측정항목 련연구자

사회
지각

1.나는 타인을 잘 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Baron&
Markman
(2003)

장수덕(2007)

2.나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특성을 악할 수 있다

3.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들의 감정을 잘 악할 수 있다.

4.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있다

사회
응

1.나는 사회생활에서 쉽게 응하는 편이다.

2.나는 구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3.모르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4.나는 어떤 일에 하여 군가와 말할 수 있다.

5.나는 잘못한 사람을 그럽게 용서하는 편이다.

화능력

1.나는 다른 사람의 화 요 을 빨리 이해하는데 부족함을
느낀다(R).

2.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는데 부족함을
느낀다(R).

3.나는 체 인 에서 문제의 발생과 그 향을 악하
는데 어려움을 느낀다(R).

신성

1.나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Hurley&
Hult(1998)

박상용
김연정(2004)

2.새로운 아이디어를 노트에 거나 시험 으로 용해 본다.

3.필요한 경우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연구소나 문가
에게 문의한다.

4.사업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하여 업무처리과정을 변경
해 본다.

5.사업상 아이디어나 문제 을 발견하기 하여 친구나 종
업원의 의견을 듣는다.

경 리
역량

1.능력있는 종업원들이 확보되어 있다.

박정기(2002)

2.종업원들은 회사를 하여 열심히 일한다.

3.필요한 자 은 은행이나 주 에서 융통할 수 있다.

4.자 장부 리는 제 로 이루어지고 있다.

5.기업활동(생산,운 )은 정상 으로 수행되고 있다.

6.자사의 유통 배달시스템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7. 매 마 활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8.신기술과 상품개발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성과

1.업계평균과 비교하여 매출액 증가율은? Narver&

Slater(1990)

장수덕(2007)

윤 진(2000)

2.귀사상품에 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3.경쟁사와 비교하여 귀사의 경쟁력은?

하 다.

<표 Ⅲ-1>측정변수의 조작 개념과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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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실증분석

1.설문조사 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제주에서 재 소기업을 운 하고 있는 업체를 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조사기간은 2009년 3월 23일에서 4월 10일까지이며,1명

의 문조사자가 도내의 농공단지 학교의 소벤처기업,그리고 지업체를

직 방문하여 조사하 다.물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부하는 업체도 있었으나

체로 우호 으로 조사에 응답해 주었다.200부의 설문지를 비하여 조사하

으나 최종 162부가 회수되었으며,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 141부만이 통

계처리에 사용되었다.통계처리는 SPSS12로 이루어졌다.

2.표본 응답자의 일반 특성

<표 Ⅳ-1>는 조사 응답자들의 일반 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기업의 형태별

로 개인은 34.7%이고 법인이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5.3%,정보기술서비스업이 26.2%의 비 을 보여주고 있다.



- 35 -

회사의 특성 빈도
퍼센트

(%)
응답자의 특성 빈도

퍼센트

(%)

기업형태
개인 49 34.7

성별
남자 102 72.3

법인 92 65.3 여자 39 27.7

업종별

제조업 78 55.3

연령별

20 이하 4 2.8

정보기술 37 26.2 30-35세 10 7.1

건설업 11 7.8 36-40세 21 14.9

도소매 8 5.8 41-45세 27 19.1

농축수산 4 2.8 46-50세 25 17.7

기타 3 2.1 51-55세 32 22.7

창업유형

신규창업 119 84.4 56-60세 17 12.1

업체인수 13 9.2 61세이상 5 3.5

랜차이즈 5 3.5

학력별

고졸이하 14 9.9

가업상속 3 2.1 문 졸 52 36.9

기타 1 0.7 졸이상 75 53.2

사업기간

1-3년 31 22.0 창업

실무경험

없음 57 40.4

4-7년 37 26.2 있음 84 59.6

8-10년 38 27.0
창업경험

없음 99 70.2

11-15년 21 14.9 있음 42 29.8

16-20년 9 6.4 친인척

사업여부

없음 47 33.3

21년 이상 5 3.5 있음 94 66.7

종업원수

1-5명 30 21.3
직장경험

없음 39 27.7

6-10명 44 31.2 있음 102 72.3

11-20명 49 34.8

결혼여부

미혼 15 10.6

21-50명 13 9.2 결혼 124 87.9

50명이상 5 3.5 기타 2 1.4

<표 Ⅳ-1>표본 응답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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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평균

(알 계수)

성분

1 2 3

사회 응3

3.870

(0.887)

.874 .048 -.098

사회 응2 .873 .025 -.075

사회 응1 .805 .026 -.112

사회 응4 .803 .257 -.195

사회 응5 .724 -.121 -.210

사회 지각3

3.236

(0.947)

.046 .941 -.050

사회 지각2 -.028 .927 .050

사회 지각1 .081 .924 -.035

사회 지각4 .054 .916 -.004

화능력3
3.602

(0.939)

-.329 .007 .852

화능력2 -.374 .040 .837

화능력1 .040 -.054 .726

분산 36.02% 64.37% 76.67%

아이겐값(고유값) 4.323 3.40 1.474

통계량 KMO:0.796,구형성검정:1239.03(p<0.000)

3.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다항목 척도를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들을 측정하 다.

<표 Ⅳ-2>는 독립변수에 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이다.타당성 검증

은 구성타당성을 검증하기 한 방안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요인분석방법

은 배리맥스(varimax)방식을 이용하 으며,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분석결과 모두 3개의 요인으로 묶이고 있으며,요인 재치가

모두 0.724이상을 보이고 있어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뢰성

검증을 해서는 변수들간의 내 일 성을 측정하는 크론바알 (cronbachalpha)

값을 산출하 다.신뢰성 검증결과도 알 값이 모두 0.887에서 0.947범 에 있어

변수의 내 일 성 기 에서 볼 때 문제가 없는 수 이다.

<표 Ⅳ-2>사회 역량에 한 요인분석 신뢰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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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평균

(알 계수)

성분

신성 리역량 계역량

신성3

3.830

(0.915)

.883 .242 -.012

신성1 .832 .177 .196

신성4 .798 .314 .068

신성2 .793 .269 .230

신성5 .769 .265 .143

경 리 역량8

3.974

(0.895)

.302 .816 .143

경 리 역량5 .239 .802 .246

경 리 역량7 .345 .795 .017

경 리 역량6 .216 .789 .159

경 리 역량4 .204 .654 .352

경 리 역량3
3.780

(0.664)

.007 .017 .771

경 리 역량1 .224 .418 .696

경 리 역량2 .287 .394 .609

분산 29.37 57.47 71.30

아이겐값(고유값) 6.603 1.603 1.043

통계량 KMO:0.886,구형성검증:1180.6(p>0.000)

매개변수에 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결과는 <표 Ⅳ-3>에 제시되어 있다.그

러나 매개변수에 한 타당성 분석결과에서 경 리역량이 2개의 요인으로 분

리되어 이후의 연구에서는 별도의 요인으로 취 하여 분석하 다.경 리역량

요인 에서 “능력있는 종업원이 확보되어 있다”,“종업원들은 회사를 하여 열

심히 일한다”,“필요한 자 은 은행이나 주 에서 융통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기업가가 타인과의 계에 의한 성과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역량이

라고 명칭 하 으며,나머지 항목인 자 리,생산운 리,유통 배달시스

템, 매 마 ,기술 제품개발 요인은 리역량이라고 명칭 하 다.요인

분석결과 요인 재치가 수용할만한 수 이고,신뢰도를 평가하는 크론바알 값

한 수용할 수 있는 수 임을 알 수 있다.

<표 Ⅳ-3>매개변수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결과



- 38 -

사회지각 사회 응 화능력
신

지향성
계역량 리역량 기업성과

사회

지각

Pearson
상 계수 1 .135 .019 .051 .308

**
.050 .054

유의확률
(양쪽) .111 .827 .550 .000 .556 .528

N 140 140 139 140 140 140 140

사회

응

Pearson
상 계수 .135 1 .444

**
.661

**
.413

**
.648

**
.541

**

유의확률
(양쪽) .111 .000 .000 .000 .000 .000

N 140 141 140 141 141 141 141

화

능력

Pearson
상 계수 .019 .444

**
1 .498

**
.165 .477

**
.499

**

유의확률
(양쪽) .827 .000 .000 .051 .000 .000

N 139 140 140 140 140 140 140

신성

Pearson
상 계수 .051 .661

**
.498

**
1 .422

**
.600

**
.573

**

유의확률
(양쪽) .550 .000 .000 .000 .000 .000

N 140 141 140 141 141 141 141

계

역량

Pearson
상 계수 .308

**
.413

**
.165 .422

**
1 .560

**
.370

**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51 .000 .000 .000

N 140 141 140 141 141 141 141

리

역량

Pearson
상 계수 .050 .648

**
.477

**
.600

**
.560

**
1 .626

**

유의확률
(양쪽) .556 .000 .000 .000 .000 .000

N 140 141 140 141 141 141 141

기업

성과

Pearson
상 계수 .054 .541

**
.499

**
.573

**
.370

**
.626

**
1

유의확률
(양쪽) .528 .000 .000 .000 .000 .000

N 140 141 140 141 141 141 141

4.변수간의 상 계분석 결과

독립변수들간의 련성을 검증하고 다 공선성을 알아보기 하여 피어슨 상

계분석을 수행하 다.상 계분석 결과는 <표 Ⅳ-4>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 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도의 상 계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표 Ⅳ-4>상 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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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하여 다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다 회귀분석에

서 다 공선성의 문제는 분석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매우 요하다.앞에서

상 계분석 결과 각 변수들간의 상 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 공

선성(multicollinearity)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되어 공차한계와 VIF

계수를 산출하 다.공차한계의 최 값은 1이며,다 공선성이 낮을수록 공차한

계값은 높게 나타난다.다 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투입된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모두 0.5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다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단할 수 있

다(이재훈 외,2006).VIF(분산팽창계수)도 10미만으로 나타나 다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1)사회 역량과 기업성과

기업가의 사회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사회 지각,사회 응, 화능력을 독립변수로 하고 기업성과를 종속변

수로 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으며,그 결과는 <표 Ⅳ-5>에 제시되어 있

다.이 표에서 보듯이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값이 0.364로 나타나고 있으며,F

값은 25.781(p<0.000)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기업성과에 미치는 요인

으로는 사회 응(t값:4.913,p<0.000)과 화능력(t값:4.302,p<0.000)으로 유의하

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회 역량 에서 사회지각 요인은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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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F값 유의수

1 .604 .364 .350 .48468 25.781 p<0.000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1.293 .325 3.975 .000

사회

지각
.000 .063 .000 .006 .995 .978 1.023

사회

응
.369 .075 .380 4.913 .000 .786 1.272

화

능력
.261 .061 .330 4.302 .000 .802 1.247

<표 Ⅳ-5>사회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

2)사회 역량과 신성

사회 역량이 신성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

귀분석을 수행하 으며,그 결과는 <표 Ⅳ-6>에 제시되어 있다.이 표에서 보듯

이 설명력을 나타내는 R제곱값이 0.481로 나타나고 있으며,F값은 41.73(p<0.000)

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성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 응(t값:

7.760,p<0.000)과 화능력(t값:3.724,p<0.000)이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특히,사회 응능력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력은 B값이 0.369

이었는데, 신성에 미치는 향력은 B값이 0.569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러나 사회 역량 에서 사회지각 요인은 기업성과와 신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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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909 .317  2.866 .005   

사회지각 -.025 .062 -.025 -.406 .685 .978 1.023

사회적응 .569 .073 .543 7.760 .000 .786 1.272

대화능력 .220 .059 .258 3.724 .000 .802 1.247

모형 R R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F값 유의수

1 .694 .481 .470 .47288 41.73 p>0.000

<표 Ⅳ-6>사회 역량이 신성에 미치는 향에 한 회귀분석 결과

3)사회 역량과 경 리 역량

사회 역량이 경 리 역량에 미치는 향에 한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요인분석에서 경 리 역량이 2개의 요인으로 구분

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계역량과 리역량으로 나 어 각각에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계역량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Ⅳ-7>에 제시되

었는데,R제곱값은 0.230,F값은 13.412(p<0.000)로 나타났으며,사회 지각이

계역량에 미치는 향력은 B값이 0.214(t값:3.456,p<0.001)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응능력은 B값이 0.315(t값:4.274,p<0.000)으로 유의한 향 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화능력은 계역량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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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F값 유의수

1 .479 .230 .212 .47539 13.412 p>0.000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1.865 .319 5.846 .000

사회지각 .214 .062 .264 3.456 .001 .978 1.023

사회 응 .315 .074 .364 4.274 .000 .786 1.272

화능력 .000 .059 .000 .003 .998 .802 1.247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1

(상수) .894 .350 2.551 .012

사회지각 -.028 .068 -.027 -.416 .678 .978 1.023

사회 응 .614 .081 .541 7.578 .000 .786 1.272

화능력 .221 .065 .239 3.378 .001 .802 1.247

모형 R R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F값 유의수

1 .678 .460 .448 .52211 38.306 p<0.000

<표 Ⅳ-7> 계역량에 한 회귀분석 결과

그러나 <표 Ⅳ-8>과 같이 리역량에 한 회귀분석 결과는 R제곱값이 0.460,F

값이 38.306(p<0.000)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사회 응과 화능력이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사회 응능력이 리역량에 미치는

향력은 B값이 0.614(t값:7.578,p<0.000)이며, 화능력의 향력은 B값이 0.221(t값:

3.378,p<0.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계역량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은 사회 지각능력과 사회 응능력인데 비하여 리역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 응능력과 화능력이라는 사실이다.

<표 Ⅳ-8> 리역량에 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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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증

사회 역량요인이 직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기 보다는 신성과 경 리

역량에 향을 미치고, 신성과 경 리 역량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를 규명하기 하여 여기서는 Baronand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

분석(threestepmediatedregression)을 검증하는 차에 따라 분석하 다.1단

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회귀분석 결과가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

다는 것은 <표 Ⅳ-6,Ⅳ-7,Ⅳ-8>에서 제시되어 있다.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최종종속변수간의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표 Ⅳ

-5>에 제시되어 있다.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의 향정도가 감소하거나 유의한 향 계

가 없으면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향 계를 보여주어야 한다.따라서

앞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으로 3단계 모형의 향 계를 분석하기 하

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를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표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역량요인과 기업성과간의 회귀분석

결과 R제곱값이 0.364(F값:25.781,p<0.000)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여

기에서 사회 응능력의 B값이 0.369(t값:4.913,p<0.000), 화능력의 B값이

0.261(t값:4.302,p<0.000)로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를 투입하는 경우(<표 Ⅳ-9>참조)에는 R제곱값이

0.473이고 F값이 19.786(p<0.000)으로 R제곱값이 0.109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사회 응과 화능력이 유의하 으나 모두 투입할 경우에는

리역량과 신성,그리고 화능력만이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회 역량이 직 으로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경 리 역량에 향을 미치고, 신성과 경 리 역량

이 기업성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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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F값 유의수

1 .688 .473 .449 .44631 19.786 p<0.000

모형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1

(상수) .825 .338 2.444 .016

사회지각 .010 .062 .011 .160 .873 .861 1.162

사회 응 .075 .090 .077 .826 .410 .460 2.172

화능력 .154 .061 .195 2.525 .013 .673 1.487

신성 .184 .085 .199 2.175 .031 .478 2.092

계역량 .017 .093 .015 .182 .856 .583 1.714

리역량 .301 .084 .351 3.571 .000 .413 2.423

<표 Ⅳ-9>기업성과에 한 회귀분석 결과

5)추가분석

본 연구에서는 신성과 계역량이 리역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악하기 하여 신성과 계역량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리역량을 종속변수

로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분석결과는 <표 Ⅳ-10>에 제시되어 있

는데,R제곱갑은 0.475이며,F값은 62.34(p<0.000)로 나타났다.즉 신성은 직

으로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리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성

과에 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계역량은 리역량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간 으로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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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역량2에 한
회귀분석 결과

비표 화 계수 표 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

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독립

변수

(상수) .302 .338 .894 .373

계역량 .488 .089 .373 5.480 .000 .822 1.217

신성 .477 .073 .443 6.505 .000 .822 1.217

모형 R R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F값 유의수

1 .689(a) .475 .467 .51320 62.34 p<0.000

<표 Ⅳ-10>추가분석



- 46 -

Ⅴ.연구결과 시사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사회 역량이 기업성과에 직 으로 향을 미치기

보다는 신성과 경 리 역량에 향을 미쳐 간 으로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해 수행되었다.도내 141개 소기업체의 표를 상으로 설문조사

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사회 역량 요인만을 고려할 경우 소기업가의 사회 응능력과

화능력만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사회 지각능

력은 기업성과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러한 결과는 Baron&

Markman(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소기업가의 사회 역량에 따

라 기업성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소기업가의 사회 역량 에서 사회 응능력과 화능력은 신성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사회 지각능력은 신성에 유의

한 향 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타인을 잘 단하는 능력보다는

타인과 잘 어울리고 화능력이 높은 기업가일수록 개방 이라서 외부로부터 아

이디어나 신성을 잘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기

업가의 개방성이 신성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요인분석 결과 경 리 역량을 계역량과 리역량으로 구분되어,사

회 역량과 계역량간의 계를 악하기 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분석결

과,사회 지각능력과 사회 응능력이 계역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반

면, 리역량에는 사회 응능력과 화능력이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 역량이 경 리 역량에 동일하게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타인과의 인간 계가 주로 기업가의 사회

지각능력과 사회 응능력에 의하여 향을 받고 있으며, 리역량은 사회

지각능력보다는 사회 응능력과 화능력에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그러나 추가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역량과 신성이 모두 리역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계역량도 리역량을 통하여 기업성과에 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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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사회 역량변수와 신성,그리고 계역량 리역량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다 회귀분석한 결과 리역량과 신성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사회 역량변수 에서 화능력만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러한 결과로 볼 때,사회 역량이 직

으로 기업성과로 연결되기 보다는 간단계인 신성과 경 리 역량을 향상시

킴으로써 간 으로 기업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기업가의 화능력은 직․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은 기존 연구에서 사회 역량이 기업성과에 직 연결 된다는

주장(Baron& Markman,2003)과 장수덕(2007)의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매

개변수를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사회 역량이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기업성과

로 연결되는지를 악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제주지역의 소기업체를 상으로 연구를 수

행하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추후 국단 로 연구를

확 한다면 보다 나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기업성과

측정방법에 있어서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객 자료가 아닌 기업가

의 인식된 개념인 주 단에 의존하는 정성 방법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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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은 귀사 귀하 련 사항입니다.해당되시는 항목에 √표해 주십시오.

1.귀사의 재 기업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개인 ② 법인

2.귀사는 설립한지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약 년 정도

3.귀사의 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입니까?

① 업태: ② 종목:

4.귀사의 창업유형은?

① 새로운 사업의 창업 ② 기존업체의 인수 ③ 랜차이즈 창업

④ 가업의 상속 ⑤ 기타 ( )

5.귀사의 재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이 에 가족 수는? ( 명)

6.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7.귀하의 재 연령은? ① 20 ② 30-35세 ③ 35-40세 ④ 41-45세

⑤ 46-50세 ⑥ 51-55세 ⑦ 56-60세 ⑧ 61세 이상

8.귀하의 학력 수 은?① 졸이하 ② 고졸 ③ 문 졸 ④ 졸 이상

9.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① 아니오 ②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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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다음은 귀하의 심리 특성을 악하기 한 질문입니다.해당하는 번호

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정말
그 다

1.나는 타인을 잘 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특성을 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들의 감정을 잘 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사회생활에 쉽게 응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나는 구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7.모르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나는 어떤 일에 하여 군가와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나는 잘못한 사람을 그럽게 용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나는 다른 사람의 화 요 을 빨리 이해하는데

부족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는데

부족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나는 체 인 에서 문제의 발생과 그 향

을 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Ⅲ.다음은 신성을 측정하기 한 질문입니다.해당하는 번호 에 √표해

주십시오.

항 목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보통
이다

그 다
정말
그 다

1.나는 항상 일상생활에서(모임, 화,여행,신문이

나 책,행사 등)업무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새로운 아이디어를 노트에 거나 시험 으로

용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3.필요한 경우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문가나

련단체나 연구소 등에 문의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4.사업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하여 업무처리과정

을 변경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5.사업상의 아이디어나 문제 을 발견하기 하여

친구나 종업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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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다음은 귀사에 한 경 리 능력을 측정하기 한 설문입니다.귀사의

재 수 을 솔직하게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아니다

조

하다
보통 그 다

매우

그 다

1.능력있는 종업원들이 확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종업원들은 회사를 하여 열심히 일한다. ① ② ③ ④ ⑤

3.필요한 자 은 은행이나 주 에서 유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자 장부 리는 제 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기업활동(생산,운 )은 정상 으로 수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자사의 유통 배달시스템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매 마 활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새로운 기술이나 상품개발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나는 회사를 정상 으로 경 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Ⅴ.다음은 창업 후 귀 사업체의 성과에 한 질문입니다.업계의 평균과 비

교하여 해당하는 번호 에 √표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업계평균과 비교하여 매출증가율은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귀사 상품에 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경쟁사와 비교하여 귀사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Ⅵ.다음은 귀사의 창업 련 사항입니다.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1.귀하의 부모 혹은 4 이내 친인척 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① 아니오 ② (몇 명인지 기입해 주세요. 략 : 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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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창업 이 에 업종에 한 실무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 략 : 년)

3. 재 사업 이 에 창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아니오 ② (창업해 본 횟수를 기입해 주세요. 략 : 번)

4.창업하시기 이 에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1년 이상만 해당)

① 아니오 ② (근무연수를 기입해 주세요. 략 : 년)

5.창업하시게 주된 동기를 2개만 선택한다면?----------------( , )

① 사장이 되고 싶어서 ② 경험과 보유기술을 활용하고 싶어서

③ 자신의 성장과 만족을 하여 ④ 돈을 많이 벌기 하여

⑤ 직장보다 안 하여 ⑥취직하기 어려워 ⑦취미나 부업으로

⑧ 개인 인 자유시간이 많아서 ⑨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⑩ 생계유지를 하여 ⑪ 집안의 가업으로 ⑫ 기타

6. 재 사업을 선택하게 된 정보원천을 2개만 선택한다면---------( , )

① 이 의 일과 경험으로부터 ② 취미 개인 심이 높은 분야여서

③ 친구 타인의 권유로 ④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⑤ 창업보육센터 등의 설명회를 통하여 ⑥ 공분야 혹은 사업기회에 한

체계 인 연구를 통하여 ⑦ 충족되지 않는 틈새시장을 발견하여

⑧ 신문,잡지 등의 고를 보고 ⑨ 뜻하지 않은 기회로

⑩ 기타 ( )

♠ 귀하의 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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