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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글로벌화 시대의 역동적 경영환경 측면에서나 국가경제 전략측면에서 볼 때 창업활동은 경제의 유연성, 산
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가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그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창업활동이 성장의도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목적은, 현재 중국에서 기업경영하고 있는 기업가들 402명을 대상으로 어떤 영
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창업활동은 창업가의 주관적 활률(실현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성장의도는 최고경영자인 기업가의 성장에 대한 의지로 정의되었으며, 기업성과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로 
측정되었다.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연구가설을 검정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시된 가설 모두가 채택되었다. 즉 중국기업가
의 창업활동이 성장의도 및 기업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장의도가 기업성
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의도가 매개효과를 가졌는지 검정하는 결과에서는 성
장의도가 보완적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가의 창업프로세스과정에서의 관련
된 첫 탐색적인 연구로서 공헌점이 적지 않다. 가령 창업전체 프로세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
련 모형을 토대로 한 탐색적·이론적 검토 및 실증적 검증 모두를 살폈다는 공헌은 인정할 만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research purposes is apply to the expectation theory for the China's entrepreneurs .want to know 
the relations model among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performance and growth intentions. According to the 
study, all of hypothesis have been suggested. In other words, entrepreneurial activities, growth intentions and 
performance effects and growth intentions show the mediated effect in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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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창업활동(Entrepreneurial Activities)은 개인뿐만 아니
라 국가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창업활동
은 개인에게는 부의 창조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끄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창업활동의 활성

화는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화 시대의 
역동적 경영환경 측면 및 국가경제전략 측면에서 볼 때 
창업활동은 경제의 유연성,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
화, 국가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금의 중국은 13억 여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 960
만 Km2의 광활한 대륙, 풍부한 저임 노동력과 천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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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군사력과 외교력 외에도 매년 계속되는 고성장율
과 세계 정상급의 무역액,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실적과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 등을 자랑하는 거대국가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통한 창업정신을 풍
부한 사영(민영)기업가들은 투철한 상인정신과 장사꾼 
기질로 무장되어 있으며, 법규와 정책의 틀 안에서 각자
의 실리를 도모하고 있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
비스를 생산하고 조직시스템의 혁신을 통하여 중국 시장
경제체계의 질적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창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속적인 기업의 큰 성장을 모
든 창업가들이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다. 창업활동을 시작
하고 성공까지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최근 창업에 관한 선진연구 동향에 따르면 동태적 역량
의 관점에서 창업가들이 창업하기 전에 가지던 기대는 
창업가들의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
하는 바 이들 각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시도를 국
내 처음으로 살펴보고 있다[16]. 또한 창업활동이 성장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에서는 한· 중 창
업가 모두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양국 창업가 특성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는 연구 결
과를 실증하였다[18].

본 연구는 창업에 대한 기대가 창업 및 성장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정대용ㆍ첨희(2011)의 연구결과를 부
분적으로 수정, 보완시켜 기업가 창업행동이 성장의도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영향까지 살펴보려는 연구를 시도했
다. 창업활동 후 창업가의 성장선호는 기업가가 성과에 
핵심결정요인이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있어서 창업활동이 
기업성과 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는 것은 의미가 높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

창업활동(Entrepreneurial Activities)은 개인의 특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분명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
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
련의 과정이다. Vesper(1983)는 “새로운 독립기업의 설
립, 즉 창업은 국가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라고 주장했
다. 창업활동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들은 고용창출을 통해 비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성
장에 크게 기여한다. Stam and Turik(2009)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창업활동을 노동, 자본, 기술에 이어 네 번째 생산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활동은 하나의 조직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정의된
다. 창업단계는 창업자가 사업의 기회를 인지하고 준비하
는 단계로 창업팀의 구성이 완료되고 사업장이 확립되는 
단계이다.

성장은 기업 규모나 세력 등이 점점 커지는 것, 또는 
양적으로 증가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소기업의 
성장은 의지통제가 중요한 변수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기업관리자의 개인적인 동기는 성장 결과와 연결되었
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장은 
기업가 특성의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소기업 성장은 
소기업 관리자의 성장관리 역량에 의존한다[32].

또한 정대용·첨희(2011)가 기대이론의 1차 결과기대
(노력-성과)를 적용한 중국기업가 대상 실증연구에서, 창
업활동은 성장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창업가 성
장에 관한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하니 한국의 경우에는 중
국보다 규모의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형 창업에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창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조직들의 지원방향 등이 어떤 내용이 되어야만 된다
는 것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17].

그러므로 창업활동은 기업가의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선행이론
을 근거로 창업활동이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1: 창업활동은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활동 및 기업성과

창업활동의 경제적 중요성과는 달리 국가별로 창업활
동의 특성과 활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저성장국가의 경우에는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하지
만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활동이며,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
아지고, 고용의 기회가 확대되어 국가가 성장함에 따라 
창업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창업활동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정
의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창업활동에 대해 신생기업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가는 상업기회를 실현하는 과
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대기업으로
부터 기술에 대한 모방[7]과 신생창업 기업으로서의 불리
함[2]으로 시장확보에 대한 어려움 등 많은 난간에 부딪
치게 된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는 외부에 존
재하는 자원들을 내부로 끌어오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시장을 확보해야하는 등의 다양한 
창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기업성장을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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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Venkatraman(1991)에 의하면 기업이 성과를 향상
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업의 경영하는 방식과 기업
가, 그리고 성과간의 적합성(Fit)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업성과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한 정도,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노력, 기업경영
의 생산성, 혹은 수익성 등 연구의 목적이나 각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활동은 창업가에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창업
가들의 창업해서 모두 기업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
라서 기존 선행이론을 근거로 창업활동이 기업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
고자 한다.

가설 2: 창업활동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성장의도 및 기업성과

성장은 기업가정신의 결과변수로 성과향상 및 기업성
장을 고려하고 있다. 즉 기업의 성과는 경영과 기술혁신
의 중요한 결과물, 고용창출 및 산업들의 경쟁의 결과물
으로 여겨지고 있다.

Naffziger(1994)은 전체 창업과정을 살펴보려면 창업
시작단계의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창업후 그 사업의 지
속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포함해야한다고 보고, 전체 창
업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창업자의 개인 특정, 가
족관계와 성별과 같은 창업자의 개인적 환경, 창업을 통
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목표, 창업에 관한 사회적 인
식과 자원획득의 용이성과 같은 사업적 환경, 구체적 사
업아이디어, 그리고 창업행동이 이익과 매출, 시장점유율
과 같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등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창업이후 기업의 성장과 창업기업가의 역량 및 역할은 
상호 매우 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기업규모나 
업력과 관계없이 최고경영자의 수준과 성과는 해당 기업
의 성공과 생존 모두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결정
변수이다. 성장이란 최고경영자가 갖고 있는 성장에 대한 
의지 또는 의도로,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자 개념
이다. 

기업의 성장과정을 발전단계별로 구분하면 창업단계 
및 지속단계, 그리고 도약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소기업 
성장은 소기업 관리자의 성장관리 역량에 의존한다. 소기
업 관리자의 성장관리 역량은 기업 규모의 증가와 부응
하여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

함한다. 창업기업가에게 성장은 좋은 목표로 여겨지며, 
성장은 창업가에게 성공의 비료로 간주된다. 

기업가의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
업성과에 관한 전략적 관점이다. 그러므로 성장의도는 기
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선행이론을 근거로 성장의도는 기
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3: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성장의도는 창업활동과 기업성과 간에 매개역할
을 존재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 4는 이하와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4: 성장의도는 창업활동과 기업성과 간에 매개역
할을 할 것이다.

이상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3.1 자료수집 방법 및 표본 특성

본 연구의 자료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작성된 설문지
를 개발하여 중국기업가들에게 배포‧회수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11년 9월~12월의 약 3개월에 걸쳐 
중국본토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창업가들을 대상으
로 설문지를 수집했다. 불성실한 응답이나 이상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거하여 유효한 설문지 총 402부를 최
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결과로 도출된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하고 사
용된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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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여기에 중국 
기업가들에 관한 추가적 정보의 획득을 위해 개인특성과 
인구․통계적 측정문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사후 검증
하기 위해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한테 한국어로 
번역 요청하였다.

[표 1] 표본기업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 of the Sample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설립
년수

1년미만 22 5.5

종업
원수

5명이내 41 10.2

1~3년  187 46.5 5-50인 247 61.5

3-5년 76 18.9 51-200인 81 20.1

5-10년 이상 117 29.1 200인 이상 33 8.2

성별 남자 228 56.7 결혼 미혼 88 21.9

여자 174 43.3 기혼 314 78.1

학력

고등학교이하 14 3.5

현재 
연령

30세 미만 19 4.7

전문대 69 17.2 30-34세 150 37.3

대학교 265 65.9 35-39세 101 25.2

대학원 54 13.4 40-44세 74 18.4

창업 
당시
연령

30세 미만 246 61.2 45세 이상 58 14.4

30-34세 96 23.9

업종

섬유업 112 27.9

35-39세 28 7.0 제조업 18 4.4

40-44세 27 6.7 정보통신업 14 3.5

45세 이상 5 1.2 건설업 31 7.7

창업
경험

없다 48 11.9 전자전기 80 19.9

유통운송업 48 12.0
있다 354 88.1 서비스업 99 24.6

Total 402 100 Total 402 100

수집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설립년수로는 1~3년 
기업이 제일 많았으며 187개로 46.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순으로 5~10년 이상 기업이  117개로 전체의 29.1%
를 차지하였다. 3~5년 기업은 76개로 전체의 18.9%이며, 
1년 미만의 기업은 22개로 전체의 5.5%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56.7%인 228명이고, 여성이 
43.3%인 174명이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이하가 14명
으로 3.5%, 전문대가 69명으로 17.2%, 대학교가 265명으
로 65.9%, 대학원이 54명으로 전체의 13.4%이었다. 창업
당시 연령은 30세미만자가 246명으로 61.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현재연령은 30-34세자가 150명으로 37.3%
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창업경험별로는 창업하기 전에 
창업경험이 없는 기업가가 48명으로 11.9%이고, 창업하
기 전 창업경험 있는 기업가가 354명으로 88.1%를 차지

하여 가장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섬유업이 112명으로 
27.9%, 서비스업종이 99명으로 24.6%, 전자전기가 80명
으로 19.9%로 그 뒤를 있고 있다. 결혼 여부로는 기혼자
가 절대적 다수인 314명으로 78.1%를 차지하였고, 미혼
자는 88명으로 21.9%이었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수를 살
펴보면, 전체 응답자들 중 61.5%에 달하는 247개 업체가 
5-50인 기업의 운영자로 나타나서 조사대상 기업가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은 설문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구성개념들에 대한 측정도구는 기존 선행
연구를 근거로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선행연구
의 측정항목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조사대
상의 측성과 현장의 사정에 맞게 일부 단어나 문맥을 수
정하였다. 

먼저 창업활동은 창업가가 특정한 행동을 통해 성취한 
창업활동이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
단적 도구로서 창업가의 주관적 확률(실현가능성)에 대
한 믿음을 말한다[22]. 본 연구에서는 단일 항목을 활용
하여 이를 측정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장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상용하는 대신에, 기업성장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Human and Matthews(2004) 그리
고 박동수ㆍ구언희(2007)의 연구를 활용해서 주관적 측
도인 성장의도만을 사용하고자 한다[24, 34]. 

성장의도는 크게 자원의 집적화 의도, 기술적 개선의
도, 시장확장 의도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자원의 
집적화 의도란 인적ㆍ물적 자원을 기업의 목표를 위해 
확보하려는 정도를 의미하며, 시장 확장 의도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시장의점유율을 높이려는 정도
를 의미한다. 또한 Cooper, Gascon and Woo(1994)의 연
구를 토대로 사용한 설문문항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
으며, “시장 확장의 도로”등으로 구분하여 4가지 질문을 
활용해서 Likert 5점 척도로 성장의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Covin and Slecion(1990)은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Performance)에 직접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Zahra(1991)는 환경 전략 조
직 등이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고, 아
울러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증명하였다[46].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기업가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업의 재무적 수치를 공개하는 것을 한국보다 더 꺼려
하다[17].이러한 재무적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의 주
요 정보와 재무적인 내용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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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 지표의 활용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Covin and Slevin(1990)은 벤처기업의 성과
를 주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지표를 통한 측정은 해당 기업의 주
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방식을 취하는데, 보통 양적 성과는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 매출목표달성, 순이익 증가, 순이익 목표달성, 전반
적 경영성과 향상 등에 대한 기업가의 평가를 위주로 하
며 질적 성과는 종업원 수의 증가 등으로 측정한다[12].

[표 2] 변수명의 정의 및 측정 문항 수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

변
수

구성
요소 변수정의 선행연구

문
항
수

창
업
활
동

삶의 
목표성
취

창업가의 
주관적 

확률(실현가능
성)에 대한 

믿음

Gatewood (2004)

정대용ㆍ첨희(2011)

정대용ㆍ한관섭ㆍ첨희(2012)

1

성
장
의
도

자원의 
집적화 
기술개
선 의도 

등

최고경영자의 
성장에 대한 

의지

Human and Matthews 

(2004)

박동수ㆍ구언회(2007)

정대용ㆍ첨희(2011)

4

기
업
성
과

양적ㆍ
질적 
성과

창업기회 
포착해서 
창업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수익

Covin and Slevin (1990)

정대용ㆍ김춘광ㆍ첨희(2010) 
12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SPSS 18.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사용된 설문항목은 Likert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
을 통하여 최초 설문에 사용된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분
석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항을 하나씩 제거
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4. 분석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먼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각 측정문항들을 모

두 포함하여 요인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분석방법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
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요인회전은 직각회전인 배리맥
스(Varimax) 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사용될 변수들과 선택된 문항의 신뢰성분석
(Reliability Analysis)과 내적일치성(Internal Consistency)
을 가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이용하
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인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이 Nunnally (1970)가 제시한 0.6이상으로 
설정하여 신뢰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장의도, 기업
성과는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분석과정 중, 사회
과학에서 요구하는 요인적재치 0.4 이상으로 적용하여 
제대로 적재되지 않은 항목은 제거하였다. 이런 결과 각 
항목들의 요인적재치가 0.715에서 0.849의 범위를 가지
며 모두 0.5이상 비교적 높게 나타나 타당도는 대체로 양
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추출과정에서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들만 추출되었고, 누적설명력은 성장의도가 
72.073%, 기업성과가 55.762%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은 최소 기준치인 0.4를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문항을 제거한 후 
나머지 문항들의 Cronbach's α값이 0.612에서부터 0.900
까지로 모두 높게 나타나서 각 변수의 내적일관성이 확
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일 항목으로 측정된 창업활동요인은 신뢰도 
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 변수 간 요인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 결과
[Table 3] Validity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iysis 

변수 측정 문항 요인1 요인2 신뢰도

성장의도 의도1 .849
.612의도2 .849

기업성과

성과1 .746

.900

성과2 .740

성과4 .740

성과5 .752

성과6 .757

성과7 .754

성과8 .774

성과9 .772

성과10 .715

고유값(Eigen-value) 1.44 5.02 -

분산설명력(%) 72.07 5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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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도구의 기초적인 
통계수치를 확인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피어슨 이변량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를 적용하였다.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평균 표준
편차

창업
활동

성장
의도

기업
성과

창업활동 4.23 .445 1

성장의도 4.45 .563 .428(**) 1

기업성과 4.38 .615 .257(**) .354(**) 1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상관관계분석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창
업활동과 성장의도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창업활동
과 성장의도가 모두 기업성과에 대하여 각각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을 간접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3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창업활동이 성장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한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
귀분석은 창업활동을 독립변수로, 성장의도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검증 결과
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설1의 회귀분석결과
[Table 5] Regression Analysis about hypothesis 1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오차  β  t값 유의

확률

성장
의도

 상수  .359 -9.383  .000

창업
활동  .080 .427 9.458  .000

**

R=.427, R²=.183, 수정된R²=.181, F=89.449, 

p=.000 
 

 *p<0.05, **p<0.01

창업활동이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증결과, t값은 9.458(p=.000)로 ± 1.96 이상이
므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통계적 유의수
준 하에서 창업활동이 성장의도도 높아짐을 보여주기 때
문에 가설1는 채택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89.44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183
로 18.3%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설1은 채택
되었으며, 창업활동이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설2는 창업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는 것이고 가설3은 성장의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에서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를 독립변수로, 기업성과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
석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가설2 및 가설3의 회귀분석결과
[Table 6] Regression Analysis about hypothesis 2 & 3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기업
성과

상수 .264 8.900  .002**

창업
활동 .056 .130 2.524 .012

*
.817

성장
의도 .058 .298 5.806  .000** .817

R=.373, R²=.139, 수정된R²=.135, F=32.196, 

p=.000, Durbin-Watson=2.042

*p<0.05, **p<0.01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 및 가설3 의 검증결과가 다음과 같
다. 창업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524(p=.012)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되었으며 성장의도
가 t값 5.806(p=.000)로 가설3이 채택되었다. 즉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창업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차한
계(Tolerance)값은 모두 0.1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 회귀모형은 F
값이 p=.000에서 32.19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
에 대한 R²=.135으로 1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는 2.042로 수치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
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설-4 및 가설-5 
는 모두는 채택되었으며,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는 기업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설 4는 성장의도는 창업활동과 기업성과 간에 매개
역할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설 검증을 위하
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회귀분
석(The three-ste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Baron and Kenny(1986)는 매개 작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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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첫째, 1단계 단순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2단계 단
순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네 번째, 매개변수를 포함한 3
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은 
독립변수 단독으로 회귀분석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독립
변수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혹은 상당한 정도로 줄어
들어야 한다. 이때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
립변수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변수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본다. 감소한 경우에는 부분매개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전혀 없는 경우에는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6].

이를 위해, 첫 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창업활동을 투입
하였으며, 종속변수 성장의도를 투입시켜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면수는 창업활
동, 종속변수로는 기업성과를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그리
고 세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수로 창업활동과 성장의도, 
종속변수로 기업성과을 다중회귀분석에 투입하여 분석하
였다. 성장의도는 창업활동과 기업성과 간에 매개효과에 
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성장의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Table 7] Mediated Analysis

단
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β  t값 유의

확률 R² ΔR²

1
성장
의도

창업
활동 .428 9.459 .000** .183 .181

2
기업
성과

창업
활동 .257 5.325 .000

**
.066 .064

3
기업
성과

창업
활동 .056 2.524 .012*

.139 .135성장
의도 .058 5.806 .000

**
 

*.p<0.05, **.p<0.01

구체적으로 창업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
에서 성장의도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회귀계수는 0.428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고, 2단계에서는 0.257,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0.056, 
매개변수가 0.058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유의수준을 가
늠할 수 있는 t값과 p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1단계에서 18.3%의 설

명력을 나타내고 있고, 2단계에서는 6.6%, 그리고 3단계
에서는 13.9%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Xinshu Zhao, John G. Lycch JR. and Qimei 
Chen(2010)의 연구에 따르면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모두 
유의하며 양(+)의 관계가지고 있으며 보완적 매개효과이
라고 한다.  가설4는 채택되었다. 즉, 창업활동이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장의도가 보완적 매개역할
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8]이다. 

[표 8] 가설검증 결과
[Table 8] Hypothesis Analysis

가
설 내용 채택

여부

1
창업활동은 성장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창업활동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
성장의도는 창업활동과 기업성과 간에 매개역
할을 할 것이다.

채택

5. 결론

한국은 열악한 창업경영환경 때문에 새로 설립되는 기
업보다도 쓰러지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의 한 조
사 결과 1999년에서 2008년까지 10년 동안 도산한 기업 
수는 43.649개 사에 이르며, 2010년에는 부도업체 수가 
1,143개 사로 하루에 약 3개의 기업의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기업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적, 재
정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중국경제의 성
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창업활동 후에 성장의도를 매개로 한 기업성
과 간의 인과관계모형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최근 중
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총 402부를 분석하였다. 

실증연구 분석결과, 제시된 기본가설 모두가 채택되었
다. 즉 창업활동, 성장의도 및 기업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활동은 성장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활동 및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의도는 창업활동 및 기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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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보완적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실무적 및 학문적 시사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활동이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

하였다. 실증결과 중국 창업가들의 창업활동은 성장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확장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포부(성장에 대한 태도
와 주관적 규범을 반영함)는 실제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Wiklund 및 Shepherd(2003)의 주
장과 정대용·첨희(2011)가 기대이론의 1차 결과기대(노력
-성과)를 적용한 중국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
서 창업은 성장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둘째, 창업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
하였다. 실증결과 중국 창업가들의 창업활동은 기업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생계형 창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창업을 시작하며, 창업
활동해서 기업성과가 얻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성장의도는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중국 창업가들은 창업활동을 수단
으로 하여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을 통한 기업성과에 따
라 행동을 선택하려는 기업가적 기호추구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성장
의도가 매개변수로 추가됨에 따라 창업활동은 기업성과
에 영향 변동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한편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은 향후 연구에서 
고려될 필요를 이하에서 소개한다. 

첫째, 우선 선행 연구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
고 바로 이 점이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는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 

둘째, 광활한 중국의 지역적 특성상 전체 지역과 기업
가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 즉 지역적인 한계 때
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
서 향후에는 동일한 주제로 보다 넓은 지역 및 보다 다양
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표본으로 수행할 후속연구
가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중국 창업가들만 위주로 연구하다
보니 한국기업가들에게는 어떤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하여 특징차이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차후의 한·중 기업가 특성의 차이 비교에 따른 후속연구
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창업프로세스 전체의 관점에서 본 창업기
회포착행동이 궁극적으로 창업행동의 선행변수로 이어지
는 과정까지를 더 세분화시킨 연구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대기업주도의 성
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무기로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
업 창업가의 창업프로세스과정에서의 관련된 첫 탐색적
인 연구로서 공헌점이 적지 않다. 가령 창업전체 프로세
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련 모형
을 토대로 한 탐색적·이론적 검토 및 실증적 검증 모두를 
살폈다는 공헌은 인정할 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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