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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 혁신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산업 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창업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하며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은 기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과 혁신성

에 초첨을 두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업자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실증분

석을 통해 가설 검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은 창업자의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자의 혁신성은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자의 혁신성은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규명하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있다. 

주제어 : 디지털 역량, 혁신성, 지속가능성, 창업가, 창업기업 

Abstract  As the non-face-to-face economy is activated by digital innovation, the boundaries of the 

industry are blurred and new start-up opportunities are occurring due to convergence between 

industr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nders' digital 

competence and innovation as an antecedents that affect the substanability of start-up compan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digital competence of the founder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innovation of the founder, and the innovation of the founder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substanability of the entrepreneur. In addition, the innovation of founders has been 

verifie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preceding factors affecting the substanability of start-up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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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창

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디지털 역량과 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 특히 제조업 중

심의 전통적인 경제성장에 의존했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비대면 비즈니스 산업과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해

당 분야의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디지털혁신을 기반으로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산

업 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창업기회가 발생하게 되었다

[2]. 소비자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비교하며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으로 구매를 결정한다. 디지털 시

대에서 빅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사용 및 활용능력

은 기업의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성장까지 결

정짓는다. 따라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행동향과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능력을 갖춘 

창업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3]. 

창업기업이 성공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창업

자가 지닌 디지털 역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디지

털 혁신의 전략을 추진하여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다[4].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창업을 준비하는 창

업자들은 창업초기부터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혁신적이

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가진다면 높은 경쟁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5]. 특히 정보 활용과 플랫폼 활

용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학력, 나이 

및 성별의 경계를 넘어나 누구나 쉽게 창업할 기회가 형

성되었다. 하지만 무한한 창업의 경쟁속에서 성공적이고 

지속가능성장을 이루려면 창업자들은 자신만의 혁신적인 

디지털방식을 통해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라는 연구 배경

에 기초하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이라는 급격한 

시장경제 변화속에서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

행요인으로 창업가의 디지털역량을 연구변수로 설정하였

다는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목적이다. 기존 창업 관련 선

행연구는 성과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고 창업기업들

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창

업자의 디지털 역량은 창업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자원이나 노하우보다는 사회발전에 부합되는 혁

신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을 하게 되는데 

혁신이 높을수록 디지털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를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혁신의 매개효

과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디지털 역량 

첨단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온라인 창업시대에 있

어 디지털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역

량이 창업자에게 꼭 필요하다[6].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자

들의 디지털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관련 컨설팅 및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1].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디지털 역량이라

고 할 수 있다[3]. 창업자들은 불확신한 창업활동의 변화

속에서 혁신을 통해 창업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를 성공적

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창업자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통해 창업성과를 향상할 수 있

으며, 창업기업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 성

장을 이룰 수 있다[7].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을 디

지털 기술에 대한 이용능력과 활용능력으로 정의한다. 

이용능력은 디지털 기기, 소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등

의 이용능력으로 정의하고, 활용능력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창업활동에 활용여부로 정의한다. 

2.2 혁신성 

혁신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를 디지털 기반 혁신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운영방식에 적용해 새로운 융합

적 변화와 성과를 가져오는 과정으로 정의되었다[8]. 창

업자들은 디지털시대에 있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선

택하고, 첨단기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

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성

장을 기대할 수 있다[9]. 혁신은 창업자에게 필수적인 요

인으로 작용하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로서 4차 산

업시대에 있어 창업자 개인의 자원으로 경쟁우위 요인으

로 작용한다[10]. 따라서 창업자의 혁신성은 빠르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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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창업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능력을 통

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필수요인이다. 

2.3 지속가능성 

기업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성과달성 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기업활동을 지속해 나가

는 것이다[4, 11]. 창업자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창업위험을 최소화하고 창업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경영활동과정에서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성과를 통한 지

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12]. 

2.4 변수 간의 영향관계 및 가설 설정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과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의 영

향관계를 규명하는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충분하게 이루

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김경선·박우진·배병윤

(2020)는 디지털 역량이 디지털정보사회의 변화, 플랫폼 

창업, 소셜마케팅 등 창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러한 디지털 역량이 창업기

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필수요인임을 증명하였다

[13]. 김형철(2021)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에 있어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이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

하였고, 창업기업의 성장에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고 

주장하였다[1]. 

박수황(2021)은 디지털 역량이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급변하는 환경을 인지하는 능력이 향상

되며, 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14]. 최미화

(2021)는 기업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지속가능경영활동

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두 변수 간의 긍정적인 영

향관계를 규명하였다[6]. 따라서 디지털 역량은 혁신성을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 지속가능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은 창업가의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창업가의 혁신성은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은 창업가의 혁신성을 

매개로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

가의 혁신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창업기업의 지속가

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다

음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를 도출하였다. 인구

통계적 특성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은 신지민·강희경

(2021)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

케이션 등의 이용능력과 창업활동에 활용여부로 정의하

고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3]. 지속가능성은 강한혁·박우

진·배병윤(2019)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 매출

의 지속적인 증가, 사회적 서비스 제공, 환경문제 해결 

참여, 고용기회의 확대 등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4]. 창

업가의 혁신성은 윤재창·이욱기·김동혁(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

를 수용하고 확산하려는 신속성으로 정의하고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8].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전국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부

터 8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고[15], 총 500

부를 설문지를 받았고 유효한 설문지 478부를 분석데이

터로 사용하였다. 

설문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할 결과, 남성 277명

(57.9%), 여성 201명(42.1%)이다. 연령은 20대 15명

(3.1%), 30대 83명 (17.4%), 40대 269명(56.3%), 50대 

이상 111명(23.2%)이다. 학력은 전문대학교 졸업 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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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대학교 졸업 241명 (50.4%), 대학원(석/박사) 

졸업 144명(30.1%)이다. 연 매출은 1억 원 미만 51명

(10.7%), 1~2억 원 미만 189명(39.5%), 2~3억 원 미만 

128명(26.8%), 3~5억 원 미만 73명(15.3%), 5억 원 이

상 37명(7.7%)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타탕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탐

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16]. 디지털 역량(DC)은 8

개 항목, 혁신성(INNO)은 4개 항목, 지속가능성(SUS)은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결과, KMO 측도는 .848

로 나타나 측정요인들의 선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모든 측정변수의 쿠론 바흐 알파 값이 .8 이상

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보인다. (Table 1)

Variables DC INNO SUS Cronbach’α

DC

.845

.924

.843

.816

.810

.809

.805

.779

.706

INNO

.850

.865
.845

.813

.791

SUS

.910

.939

.895

.892

.887

.853

eigen
value

6.103 3.734 2.361 -

KMO 측도=.848, Bartlett χ2=7138.42(p<.001)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4.3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 창업자의 혁신성 및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1 2 3

DC 1 　 　

INNO .259** 1 　

SUS .163** .233** 1

*p<.05, **p<.01, ***p<.001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4.4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Table 3는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이 창업자의 혁

신성에 긍정적인 영향(β=.259, p<0.001)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1은 채택되었다.

model

Non-
Standardization

standardi
zation

t p

B
Standard
Daviation

β

DC INNO .27 .046 .259 5.85 .000

R²=.067(Ajusted R²=.065) F=34.262  

*p<.05, **p<.01, ***p<.001

Table 3. Result of Hypothesis 1

Table 4는 창업자의 혁신성과 창업기업의 지속가능

성 간의 (β=..233 p<0.001)로 나타나, 가설2의 창업자

의 혁신성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model

Non-

Standardization

standardi

zation

t p

B
Standard
Daviation

β

INNO SUS .302 .058 .233 5.223 .000

R²=.054(Ajusted R²=.052) F=27.279 

*p<.05, **p<.01, ***p<.001

Table 4. Result of Hypothesis 2

Table 5는 창업자의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

과이다. 모형 3에서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형 2에서 나타난 영향

력이 줄어들었다. 또한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은 창업자

의 혁신성과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Phase Differentiate β P

model 2 DC / SUS .163 .000

model 3
DC / SUS

/ INNO

.110 .000

.204 .000

F 12.993*** 16.648***

*p<.05, **p<.01, ***p<.001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Innova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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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미치는 요

인 중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과 혁신성에 주목하여 이론

적 고찰 및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측정변수를 도출하고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창업자의 디지털 역량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는 창업기

업의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런 영향관계에

서 창업자의 혁신성의 매개효과에 주목하였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창업의 유형도 온라인 즉 비대면 

형식을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

다. 산업기술과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혁신은 창업자

들에게 창업과정이나 창업기업의 운영에 있어 선택이 아

닌 필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측정하고 창업기업의 지속가

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디

지털 역량은 창업자의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자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게 디지털 역량을 창업활동에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새로운 기회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창업가의 혁신성은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업과정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수용하고, 창의적인 

도전정신이 있다면 다른 창업기업에 비해 지속성장할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창업자의 디지털 역

량과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창업

자의 혁신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

업활동의 불확실한 경영변화에 직면하는 창업자들에게 

혁신적인 창의적인 특성은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창업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늘어나고, 초기창업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줄

어들면서, 소셜커머스 창업, 플랫폼 창업, 라이브 스트리

밍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창업환경에서 경쟁력을 통해 창업기업

의 지속가능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요인은 창업자들

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특히 디지털 시대에 있어 혁신역

량은 창업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 창업자의 디지털 역

량과 혁신성만 다루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

한 선행요인들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창업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활동과 같은 요인

들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어,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자들의 이러한 

역량을 고려하는 통합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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