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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2020년 초부터 전세계에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관리 리스크 등 

최근에 체감하는 기업경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편이다.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경영하고 있는 CEO들은 이러한 현실속에서 기업의 지

속성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주력 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인식, 기업 역량(직원 

역량,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경영자 역량(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 경영자

의 관리역량, 경영자의 인지된 건강상태)이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중소기업 CEO 260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논

의하였다. 

연구 결과,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가 사업중단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직원역량, 제품(서비스) 경

쟁력, 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의 건강상태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영향 관계는 CEO의 건강상

태, 제품(서비스) 경쟁력, 직원역량, 디지털역량 및 기술전문성, 주력사업의 경쟁강도, 인력의 수급 및 관리 난이도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

망 및 수요자 관계, 직원과 CEO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업

자신감은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제품(서비스) 경쟁력,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와 직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 역량과 사업중단의도 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의도에 관한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환경 인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사업자신감이 사업

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실행 아이디를 찾을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하거나 

의미있는 출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사업환경 인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 사업자신감, 사업중단의도, 중소기업 

Ⅰ. 서론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이하, CEO)들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

정을 내리는 지위에 있으므로 기업경기에 늘 관심을 갖고 있

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국내 

중소기업의 채산성과 인력사정은 지수 100을 기준으로 80 이

하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반면 원자재구입가격은 지수 

100을 기준으로 160까지 급격히 높아졌다(한국은행경제통계시

스템, 2022). 이와 같은 기업의 체감경기 때문인지 최근 중소

기업 CEO들이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신동엽·정대훈(2022)에 의하면 202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은 정치, 경영과 경제, 사회, 문

화 그리고 조직경영 등 모든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

다. 또한 초연결, 초지능, 사이버 물리시스템의 결합 등을 핵

심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계속 진전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이를 가속화시켰다고 하였다. 여기에 더하

여,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

과 수급의 불안 역시 기업의 사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미래전망은 CEO의 비전 제시, 외부 기술지식 

획득, 지속적인 기술혁신 등을 통해 경쟁력향상에 이바지하는 

미래의 가치 창출을 기대하는 것이라 하였다(정운섭, 2021). 
앞에서 설명한 여러 분야의 변화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기업

은 사업의 미래전망이 어두울 것이다. 
유진성(2021)은 2018년에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

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

였다. 따라서 인적자원의 수급 어려움과 관리비용 증가는 중

소기업 사업환경의 또다른 변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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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가혹한 사업환경을 마주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정리하려는 CEO가 있는 반면, 여전히 사업을 계속

하려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더욱 가혹해진 사

업환경 인식이 중소기업 CEO들에게 사업을 중단하려는 의도

를 촉진시키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사업환경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정리하려는 CEO와 사업을 지속경영하려는 CEO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비롯

되었다. 무엇보다도, 창업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CEO들이 기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고민

하고 갈등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인식에서 사업중단의도

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DeTienne(2010)는 기업가의 사업중단(Entrepreneurial exit)이란 

개인 기업의 창업자들이 창업한 회사를 떠나는 과정이라 정

의하였다. Coad(2014)에 의하면 사업중단 형태는 크게 2가지

로 나눈다. 비자발적 중단과 자발적 중단이다. 비자발적 중단

은 일명 괴로운 매각(distress sale)이라고도 하는데 파산, 청산, 
폐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자발적 중단은 수확 매각

(harvest sale)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합병, 기업공개(IPO), 
차익 매도(selling the business at a profit) 등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기업가 또는 창업자의 사업지속의도,  

사업유지의사,  사업의욕,  사업지속성,  사업성취욕,  사업지

속의도에 관한 연구가 다루어져 왔다(한향원·하규수, 2020). 
김경애(2013)에 의하면 개인이 창업한 업종에 대해서는 주관

적으로 느끼는 만족도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려고 한다고 하

였다. 이기만(2018)에 의하면 창업가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

해서는 관리역량, 기술역량, 창의역량, 기업가정신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중단의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내 학술연구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0여 년의 현대사에서 본 

적이 없는 역사적 대사건들로 급격히 변화되었다(신동엽·정대

훈, 2022)는 사업환경 인식, 기업 역량과 경영자의 역량을 독

립변수로 분석한 것과 사업자신감을 매개변수로 하였을 때 

세부 요인들의 상관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실무적으로는 가혹한 사업환경 하에도 창업하여 기업을 경영

하고 있는 CEO들이 자발적이거나 유리한 형태의 사업중단인 

수확 매각, 즉 합병, 기업공개, 차익 매도를 성취하게 하는 데

에 그 의의가 있다. 적어도 비자발적이거나 불리한 사업중단

의 경우에라도 좋은 교훈을 얻어 또다른 사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중소기업의 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통계분석과(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

소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

으며, 기업 종사자의 82.7%가 일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은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국내외적으로 예측하

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아래에 놓여 있다(박
철우, 2017). 윤선중·서종현(2021)은 4차 산업혁명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고성장 기업 결정 영향 요인이 구분되는 것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성장을 위한 준비와 전략 등이 새로이 정비되어야 한다

는 부담감을 늘 갖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CEO들이 체감하는 기업경기를 가늠해 보

고자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2022.04)에서 2015년 1월~2022
년 4월 국내중소기업의 경기실사지수 중 채산성, 원자재구입

가격 및 인력사정의 실적 지수를 발췌하여 <그림 1>에 나타

내었다. 국내중소기업의 채산성실적은 2020년 5월 지수 65로 

최저를 기록하여 2022년 4월 현재까지 지수 80을 하회하고 

있다. 인력사정실적 역시 2020년 5월 지수 109를 마지막으로 

2022년 4월 현재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어 지수 80을 하회하고 

있다. 반면 원자재구입가격실적은 2020년 5월 지수 110을 기

록한 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22년 4월 현재 지수 160에 이

르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던 시기에 미중 갈등

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공급망관리 위기가 더해진 

결과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사업환경 아래 놓여 있다. 

주3) 인력사정실적 지수=기준값(100)+‘과잉’ 응답업체 구성비(%)-‘부족’ 응답업체 
구성비(%)
주4) 원자재구입가격실적 지수=기준값(100)+‘상승’ 응답업체 구성비(%)-‘하락’ 응
답업체 구성비(%)
주6) 채산성실적 지수=기준값(100)+‘호전’ 응답업체 구성비(%)-‘악화’ 응답업체 구
성비(%)

<그림 1> 중소기업의 채산성, 원자재구입가격,
인력사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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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중단의 개념

사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활용

하는 자료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아 측정

방법과 함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김형호, 2016). 김형호 

(2016)에 의하면 사업 중단 개념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

어 정의하였다. 첫째, 사업의 중단(discontinuance of business)
이다. 여기에는 소유구조가 바뀜으로써 그 사업이 중단된 경

우도 포함된다. 둘째, 공식적인 파산(formal bankruptcy)이다. 
여기에는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도, 채무자들

에 의한 경매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정관리 같

은 것이 포함된다. 셋째,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사업의 

처분(dispose to prevent futher losses)이다. 넷째, 지속적인 사업

운영의 실패(failing to make a go of it)이다. 이는 후속제품이 

출시되지 않거나 제품혁신에 실패하여 수익창출이 어려운 경

우 혹은 시장에서 제품판매를 실패하는 경우이다. 앞에서 살

펴본 바를 종합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사업실패의 개념을 

정의하면, 사업운영의 중단, 공식적 파산, 사업의 처분, 지속

적인 사업운영 실패라고 할 수 있다(조영룡, 2021). 같은 맥락

에서, Hsu et al.(2016)에 의하면 기업가의 사업중단

(Entrepreneurial exit)에 대한 초기 연구는 사업 운영에서 수익

을 낼 수 없는 결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사업의 중단과 사업의 실패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였다.
한편, Headd(2003)에 의하면 신규 회사는 폐업률이 높다고 

인식되고 이러한 폐업은 실패로 여겨지지만 아래 두 미국 인

구조사국 데이터 소스는 이러한 가정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BITS(Business Information Tracking Series)
에 따르면 신규 고용주 기업의 약 절반이 4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CBO(Characteristics of Business Owners)에 따

르면 폐업 기업의 약 1/3이 성공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나타났

다. 자본 및 인적 자원이 더 많고 나을수록 기업의 생존 가능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예컨대 창업 자본이 없고 비교적 젊은 소유주임에도 불구

하고 성공적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폐업은 곧 실패라는 공식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 많은 소유

주들이 계획된 출구 전략을 실행할 수도 있고, 과도한 부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폐업하기도 하고, 잘 나가고 있는 

사업을 매각하기도 한다. 일부는 현업에서 은퇴하기 위함도 

있다.
DeTienne(2010)에 의하면 기업가의 사업중단(Entrepreneurial 

exit)은 개인 소유 기업 창업자들이 회사를 떠나는 과정이며, 
회사의 주요 소유권과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다양한 수준으로 

그들 자신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Coad(2014)에 의하

면 사업중단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눈다. 비자발적 중단과 

자발적 중단이다. 비자발적 중단은 일명 괴로운 매각(distress 
sale)이라고도 하는데 파산, 청산, 폐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자발적 중단은 수확 매각(harvest sale)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합병, 기업공개(IPO), 차익 매도(selling the business 
at a profit)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최종적으

로 사업중단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업의 최고경

영자가 의사결정 행사로 실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소유주

가 바뀌는 사업의 중단(discontinuance of business), 기업가의 

사업중단(entrepreneurial exit), 파산, 청산, 폐업, 합병, 기업공

개, 차익 매도 등이다.

2.3. 사업환경과 사업중단

본 연구는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사업환경 인식을 첫 번째로 택하였다. 특히 

최근에 기업의 사업환경이 급변함을 앞에서 살펴본 바, 사업

환경 인식과 사업중단의도 간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

고자 한다.
경영학에서 환경이란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외부의 다

양한 요인으로 규정되며(황재원·박경미, 2020), 조직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다고 하였다(Barney & Hesterly, 2014; 황재원·박경미, 2020). 
산업 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에서 환경이라 함은 산업구

조(industrial structure), 즉 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Bain, 1956, 1968; Scherer, 1980; Mason, 1939), 특히 Porter는 

산업조직론의 연장선상에서 5가지 경쟁요인(5 forces)의 집합

체를 환경으로 인식하였다(Caves & Porter, 1977; Porter 1980, 
1985). 최문경(2015)에 의하면 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도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고 하고, 외부환경의 핵심은 불확실성과 경쟁강도라고 하였

다. 
Buehler et al.(2012)에 의하면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이 사업

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의 불확실성, 
산업구조의 변화, 경쟁의 강도, 기술의 급격한 변화 등 환경

적 요인이 사업중단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Williams(2015)는 

인적자원과 경영환경(사업환경)이 사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43개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사업환경은 

사업중단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

울러 인적자원 수급 역시 사업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ecker & Mellewigt(2007)는 사업 환경 역

시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 분야

의 경쟁 강도는 사업중단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된

다고 분석했다.

2.4. 기업 역량과 사업중단

본 연구는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으로 기업 역량을 택하였다. 기업수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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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중 어느 하나

의 단계에 속한다(Miller & Friesen, 1984). 기업수명주기의 어

느 단계에서나 CEO는 사업중단의도를 가질 수 있다. 이 때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 혹은 양태의 역량들이 

사업중단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

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기업 역량(corporate ability)은 기업의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 

혁신성과 연구개발 능력, 구성원의 역량, 마케팅 및 사후 서

비스 등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 능력을 통합한 개념이다(양승광·송유진, 2018). 하동현 

(2017)에 의하면 항공사 승객이 기업역량에 대해 더 높게 인

식할수록 고객만족과 지속이용의도 모두 증가하는데 항공서

비스 기업의 핵심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내 승무원들의 

기내서비스라고 하였다. 김형준·이동일(2009)에 의하면 고객의 

재구매 행동에는 고객과 기업의 관계 지속 기간과 판매원의 

역량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였다. 따라서 판

매원과 같은 직원의 역량이 기업 역량에 포함됨을 알 수 있

다. 
DeTienne & Wennberg(2013; 2016)에 의하면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양하며, 자발적인 중단이냐 비자발적인 

중단이냐에 따라서도 다양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 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특히 자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

였다. Decker & Mellewigt(2007)에 의하면 사업중단의도에 미

치는 다양한 요인중에서 공급망의 관계, 수요의 관계, 자사 

제품의 경쟁력 등 회사 전략차원의 역량 요소들이 있다고 하

였다. Chrisman et al.(2015)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

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디지털 역량

은 사업의 지속 내지 중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Soluk et al.(2021)에 의하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었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디지털 역량이 사업의 지속 내지 중단 의도에 중대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 경영자 역량과 사업중단

본 연구는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번째 요인으로서 경영자 역량을 택하였다. 김태형

(2017)에 의하면 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기업에서 역량을 보유

한 경영자의 비중은 절대적이라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역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CEO인 바, 기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영자의 역량이 사업중단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경영자의 역량이란 경영자로서 직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된다. 경영자의 역량 초점이 기업

의 내부인가 외부인가의 구분과, 사람을 상대하는 역량인가 

또는 기능적 역량인가를 기준으로 리더십, 네트워크 능력, 기 

술적 능력, 마케팅 능력으로 분류하였다(유래현, 2017). 경영

자의 역량에 대한 선행 연구는 변수를 초기에는 리더십 등 

인적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나, 점차 개념이 확대되

어 네트워크 능력, 기술적 능력을 비롯하여 시장 진입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마케팅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윤기선·박
정섭, 2017). 

Raunelli et al.(2016)는 왜 경영자가 기업을 떠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개인의 특성 내지 역량에 초점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경영자의 역량(위험 감수성,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 열정 등)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vila & Medlin(2012)에 의

하면 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여러 이해 당사자 중 특히 

종업원이 매우 심각한 고려 대상으로 다가온다 했다. 이 경우 

직원들과 경영자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신뢰관계

는 사업 중단 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미친다.
Honjo & Kato(2022)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위기시에는 창업

자의 역량이 승계자의 역량보다 대응력이 좋다고 하였다. 경

영자의 관리 역량은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 중단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DeTienne & Cardon(2012)는 경영자의 역량(경험, 나이, 학력, 
건강 등)에 따라 사업 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

타난다고 하였다. Estay et al.(2013)에 의하면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경영자의 내적 동기(본인의 열정, 건

강 등)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영자 본인이 체감하거

나 객관적인 건강 상태 역시 사업 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볼 수 있다. Perryman et al.(2010)에 의하면 CEO의 

건강 문제와 사업 지속 내지 중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당
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이

것이 심각해지면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해진다. 

2.6. 사업자신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사업자신감을 마지막으로 택하였다. 
Otache(2020)에 의하면 자신감(self-confience)은 자신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개인

의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사업 자신감(entrepreneurial 
self-confidence)은 개인이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정의했

다(Otache et al., 2021). 또한 사업 자신감은 창업의 개념 정의

부터 개발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EO 개인의 사업자신감

이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창업자의 개인 특성인 위험 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 혁

신성(innovativeness), 내모호성(tolerance of ambiguity), 능동성

(proactiveness) 및 통제 근성(locus of control)과 창업 자신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Margahana & Neg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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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Martins et al., 2018).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업 자

신감이 창업 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Endratno, 
2019; Margahana & Negara, 2019; Otache, 2020). 
실증분석에 의하면 사업자신감은 선행변수와 창업의도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tache, 2020). Otache et 
al.(2021)에 의하면 창업이벤트 모델에 사업 자신감을 매개변

수로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 자신감은 인지

된 열망과 사업 의도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사업 가능성과 사업 의도간에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dmiko et al.(2019)에 의하면 사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에서 사업자신감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사

업 자신감은 교육 지원과 같은 선행 변수와 사업의도간에 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dbloma et al.(2020)은 개

인의 특성과 사업 중단의도간에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에서 삶에 대한 만족은 이들간의 관계에서 매

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검정되었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사업중단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크게 사업 환경요인, 기업 역량요

인, 경영자 역량요인으로 나누었다. 사업 환경요인은 다시 주

력 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로 세분

화 했다. 기업 역량은 다시 직원 역량, 기업의 제품 혹은 서

비스 경쟁력,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

문성으로 하위 요인을 나누었다. 경영자 역량은 직원들과 경

영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 경영자의 인지된 건강상태

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세분화된 하위요소들이 사업중단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사이에 사업자신감이 매

개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사업 환경
·주력 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의 수급 및 관리 난이도

기업 역량
·직원 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공급망/수요자 관계
·디지털역량/기술전문성

경영자 역량
·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
·경영자의 건강상태

사업
자신감

사업
중단
의도

<그림 2> 연구모형

3.2. 가설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크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영향관계 가

설과 이들간의 사업자신감의 매개효과 가설로 나누어 설정하

였다. 먼저, 독립변수와 사업중단의도간 영향관계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Decker & Mellewigt(2007)의 연구에 의하면 사업 

분야의 경쟁강도는 사업중단의도의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하였다. Buehler et al.(2012)는 인력수급의 어려움,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쟁의 강도 등이 사업중단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Williams(2015)의 연구에 따르면 인적자원과 경영환경이 사업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인적

자원 수급이 사업중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는 사업중단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는 사업중단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형준·이동일(2009)에 의하면 판매원의 역량과 고객의 재구

매 행동이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DeTienne & 
Wennberg(2013; 2016)의 연구에서는 자사가 제공하는 제품이

나 서비스 경쟁력이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고 하였다. Decker & Mellewigt(2007)에 의하면 공급망 관계, 
수요의 관계, 자사 제품의 경쟁력 등이 사업중단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전략차원의 역량 요소라고 하였다. 
Chrisman et al.(2015) 및 Soluk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디

지털 역량이 사업의 지속 내지 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3: 직원 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은 사업중단의도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는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디지털 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avila & Medlin(2012)에 의하면 종업원이 사업중단시 심각

한 고려 대상이라고 하였다. Honjo & Kato(2022)의 연구에서

는 위기시에 창업 경영자의 관리 역량이 사업 중단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DeTienne 
& Cardon(2012)는 경영자의 역량(경험, 나이, 학력, 건강 등)에 

따라 사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였다. Estay et al.(2013)는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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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경영자의 내적 동기(본인의 열정, 건강 등)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Perryman et al.(2010)에 의하면 CEO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해진다고 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7: 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는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8: 경영자의 관리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1-9: 경영자의 건강상태는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Otache(2020)는 사업자신감이 선행변수와 창업의도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Otache et al.(2021)에 의하면 

창업이벤트 모델에서 사업 자신감은 인지된 열망과 사업의도

간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Jadmiko et al.(2019)에 의하면 

사업 자신감은 교육 지원과 같은 선행 변수와 사업의도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사업자신감은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와 사업중

단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2: 사업자신감은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와 사업

중단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3: 사업자신감은 직원 역량과 사업중단의도간 매개역

할을 할 것이다.
가설 2-4: 사업자신감은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과

사업중단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5: 사업자신감은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와 사업중단

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6: 사업자신감은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과 사업

중단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7: 사업자신감은 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와 사업중단

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8: 사업자신감은 경영자의 관리역량과 사업중단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9: 사업자신감은 경영자의 건강상태와 사업중단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3. 설문 설계 및 조사

가설에 대한 실증적인 검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022. 03. 09부터 2022. 
03. 20까지 실시하였다. 총 262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중 불성

실한 응답 등을 제외하고 26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은 샘플링 및 설문 조사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구분 설명

모수 중소기업 CEO

샘플링방법 무작위 추출 

유효 샘플 크기 260

설문기간 2022.03.09.~2022.03.20

설문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방법 

<표 1> 샘플링 및 설문 조사

<표 2>는 본 조사에 활용된 측정변수 및 출처에 관한 사항

이다.

3.4. 응답자 특성

본 설문에 유효하게 응답한 설문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대는 50대가 51.9%, 60대 이상이 28.0%, 40대가 18.2%를 

차지하였다. CEO의 순자산은 3억에서 10억 미만이 29.4%로 

가장 많았다. 10억에서 20억 미만이 20.9%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은 제조업(25.7%), 기타서비스업(24.7%), 도소매업(22.3%)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운영 기업의 연간순이익은 1억에서 3
억 미만(34.8%), 1억 미만(29.4%), 3억에서 10억 미만(23.3%)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기간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1.4%, 20년 이상이 30.7%로 10년 이상이 전체

의 62.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사업이 처음인 응답자는 

61.5%였으며, 두 번째인 경우는 23.3%였다.

요인 변수 측정 항목 출처

주력 
사업분야의 
경쟁강도

경쟁강도1
우리 회사 주요(주력) 사업 분야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 지고 있는 편이다.

Porter
(1980; 1985)

Decker &
Mellewigt

(2007)
최문경(2015)
김도윤·신동엽

(2021)

경쟁강도2
우리 회사 주요(주력) 사업이 속한 분야는 
잠재적 경쟁자가 많아지고 있는 편이다.

경쟁강도3
우리 회사의 경쟁기업들이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편이다.

경쟁강도4
우리 회사 주요(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편이다.

경쟁강도5
우리 회사 주요(주력)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편이다.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인력수급1
우리 회사의 인력 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편이다.

Buehler et al.
(2012)

Williams(2015)

인력수급2
우리 회사의 구인 활동에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편이다.

인력수급3
우리 회사 인력의 급여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

인력수급4
우리 회사 인력을 자동화 도구나 로봇 
등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편이다.

인력수급5
우리 회사 주력사업 인력을 외주화 
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인력수급6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

<표 2> 측정변수 및 출처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인식, 기업 역량, 경영자 역량이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신감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81호) 109

Ⅳ. 연구결과

4.1.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정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타당도를 검정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KMO는 .898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 값은 8948.247(p=.000)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

다. 설명된 총 분산은 71.463%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적재값이 .6미만

이거나 같은 요인으로 잘 묶이지 않은 변수는 제거하였다. 제
품 경쟁력 5개 항목중 1개항목(4번), 인력수급 난이도 관련 6
항목중 2개항목(4번, 5번), 경쟁강도 5개항목중 1개항목(5번), 
사업자신감 5개 항목중 1개항목(5번), 공급망관계 6문항중 1
개항목(6번)을 제거하였다. 한편,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타

당성이 검정된 변수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이 공급망관계는 .731, 사업중단의도는 .894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들은 이 둘 사이로 나타났다. 모든 변

인에서 Cronbach‘s α값이 .7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이 집중 타당도와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가설은 검정하는데 무리가 없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2. 상관관계 분석결과

연구 변인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CEO와 직원간 신

뢰와 CEO의 관리역량의 상관관계가 .750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경쟁 강도와 공급망 관계간 상관관

계는 .0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변인간 상관관계가 .8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

었다(우종필, 2022).

직원역량

직원역량1
우리 회사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편이다.

김형준·이동일
(2009)

양승광·송유진
(2018)

직원역량2
우리 회사 직원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는 편이다.

직원역량3
우리 회사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편이다.

직원역량4
우리 회사 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의 
신뢰가 두터운 편이다.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

제품
경쟁력1

우리 회사의 제품(서비스) 품질은 
경쟁사들보다 높은 편이다.

DeTienne &
Wennberg

(2016)
박래규(2010)
양승광·송유진

(2018)
하동현(2017)

제품
경쟁력2

우리 회사의 제품디자인(서비스구성)은 
경쟁사들보다 나은 편이다.

제품
경쟁력3

우리 회사 제품기능(서비스내용)은 
경쟁사들보다 나은 편이다.

제품
경쟁력4

우리 회사는 독자적인 기술이나 서비스 
노하우를 갖고 있는 편이다.

제품
경쟁력5

우리 회사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평가가 양호한 편이다.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공급망1
우리 회사의 공급처는 해당 
제품(서비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편이다.

Decker &
Mellewigt

(2007)
하동현(2017)
김형준·이동일

(2009)

공급망2
우리 회사는 다양한 공급처로부터 
제품(서비스)를 공급받는 편이다.

공급망3
우리 회사는 공급 파트너들과 관계가 
좋은 편이다.

공급망4
우리 회사의 제품(서비스)에는 단골 
고객이 많은 편이다.

공급망5
우리 회사의 고객은 우리 회사 
제품(서비스)의 재구매율이 높은 편이다.

공급망6
우리 회사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층이 다양한 편이다.

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1

우리 회사에는 디지털 업무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Chrisman et al.
(2015)

Soluk et al.
(2021)

디지털
역량2

우리 회사는 고객과 온라인 소통을 잘 
하는 편이다.

디지털
역량3

우리 회사는 디지털기술 투자에 적극적인 
편이다.

디지털
역량4

우리 회사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편이다.

디지털
역량5

우리 회사 직원들은 IT, 디지털 도구 등을 
필요한 업무에 활용하는 편이다.

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

직원 
신뢰1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나를 믿고 따르는 
편이다.

윤기선·박정섭
(2017)

Havila &
Medlin(2012)

직원 
신뢰2

나는 권한을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하는 편이다.

직원 
신뢰3

나는 임직원들과 기업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편이다.

직원 
신뢰4

나는 임직원들과 수시로 회사의 문제와 
개선사항을 얘기하는 편이다.

경영자의 
관리역량

관리역량1
나는 회사내 자원을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능력이 있는 편이다.

유래현(2017)
김태형(2017)
김종환(2018)

Honjo &
Kato(2022)

관리역량2
나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는 편이다.

관리역량3
나는 제품(서비스)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돌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는 편이다.

관리역량4
나는 제품(서비스) 제공시 발생되는 
대내외 위기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편이다.

경영자의 
건강 상태

건강상태1
나는 최근 육체적 건강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 편이다.(R)

Perryman et al.
(2010)

DeTienne &
Cardon(2012)
Estay et al.

(2013)

건강상태2
나는 최근 우울감이 들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R).

건강상태3
나는 최근 건강상 이유로 일에 몰입하기 
힘든 편이다(R).

건강상태4
나는 최근 기억력이 감퇴하여 일에 
몰입하기 힘든 편이다(R).

사업자신감

사업자신감1
나는 앞으로 사업을 더 성장시킬 자신이 
있는 편이다.

Martins et al.
(2018)

Jadmiko et al.
(2019)

Margahana &
Negara(2019)
Otache et al.

(2021)

사업자신감2
나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잘 데려올 
수 있는 편이다.

사업자신감3
나는 사업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였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편이다.

사업자신감4
나는 사업 추진력이 여전히 건재한 
편이다.

사업자신감5
나는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편이다.

사업중단
의도

사업중단
의도1

나는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Headd(2003)
DeTienne(2010)

Coad(2014)
Hsu et al.

(2016)

사업중단
의도2

나는 사업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편이다.

사업중단
의도3

나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업을 정리할 
생각이 있다.

사업중단
의도4

나는 사업 정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사업중단
의도5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무리 없이 
정리하는 것이 나의 최상의 플랜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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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
Factor

Loading

회전제곱합 
적재량
(누적%)

Cronbach’s
α

직원신뢰

CEOTR3 .737

11.518 .870
CEOTR4 .733

CEOTR1 .713

CEOTR2 .678

제품경쟁력

PC3 .775

20.526 .848
PC5 .727

PC1 .720

PC2 .714

사업중단의도

BSI3 .879

28.858 .894

BSI4 .861

BSI1 .795

BSI5 .756

BSI2 .676

인력수급

HR2 .835

35.703 .816
HR3 .825

HR1 .808

HR6 .749

직원역량

EC2 .815

42.514 .838
EC1 .811

EC3 .744

EC4 .661

경쟁강도

COMP2 .850

49.048 .853
COMP1 .849

COMP3 .758

COMP4 .682

CEO건강상태

CEOH3 .821

55.565 .866
CEOH2 .813

CEOH1 .775

CEOH4 .775

디지털역량

DC3 .841

61.864 .835

DC1 .721

DC4 .675

DC2 .666

DC5 .618

사업자신감

BCON4 .727

65.710 .785
BCON3 .695

BCON1 .673

BCON2 .607

공급망관계

SC2 .768

69.199 .731

SC5 .672

SC3 .668

SC4 .663

SC1 .616

관리역량 

CEOMG2 .719

71.463 .850
CEOMG4 .703

CEOMG1 .697

CEOMG3 .642

KMO : .898, Bartlett χ2 : 8948.247(P=.000), 자유도 : 1,081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경쟁강도 1

인력 수급 .540** 1

직원역량 -.141* -.147* 1

제품 경쟁력 -.102 -.068 .530** 1

공급망 관계 .011 .054 .355**.554** 1

디지털 역량 -.235** -.136* .412**.392**.278** 1

직원 신뢰 -.148* -.121* .480**.564**.509**.473** 1

관리역량 -.196** -.064 .422**.549**.476**.510**.750** 1

CEO 건강 상태 -.326** -.201**.267**.257**.272**.213**.283**.299** 1

사업자신감 -.410** -.336**.374**.466**.330**.428**.504**.501**.369** 1

사업중단의도 .346** .302**-.307**-.259** -.083 -.281**-.186**-.197**-.395**-.396**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양측).

<표 4> 상관관계 분석 결과

4.3. 가설검정 결과

4.3.1. 영향관계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 채택된 독립변수들이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

였다. 연령, 순자산, 업종, 연간 순이익, 현재 회사 운영기간, 
창업 횟수등 변수를 1단계에서 통제를 하였다. 이어 2단계에

서는 독립변수와 사업중단의도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32.2%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성 검정

을 위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 8.876으로 유의확률 .000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되었다. 경쟁강도가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는 .126으로 나타났다. T값은 1.983, P<.05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1.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는 사업

중단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가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β는 .125으로 나타났다. T값은 2.040, P<.05
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2.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는 사업중단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직원역량이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β는 -.137로 나타났다. T값은 –2.195, P<.05로 나타나 유

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3. 직원 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제품 경쟁력이 사업중

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는 -.158로 나타났다. 
T값은 –2.261, P<.05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4.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공급망 혹은 수요자 관계가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는 .123로 나타났다. T값은 1.913, P>.05로 나

타나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1-5. 공급망 및 수요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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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

다. 디지털 역량이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β는 -.129로 나타났다. T값은 –2.094, P<.05로 나타나 유

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6. 디지털 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직원과 CEO간 신뢰

가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는 .065로 

나타났다. T값은 .788, P>.05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

서 가설1-7. 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는 사업중단의도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CEO의 관리역량이 사

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는 .028로 나타났

다. T값은 .342, P>.05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

설1-8. 경영자의 관리역량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CEO의 건강상태가 사업중단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β는 -.292로 나타났다. T값은 

–5.195, P<.001로 나타나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9. 경영자

의 건강상태는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사업중단의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영향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CEO의 건강상태(β
=-.292), 제품 경쟁력(β=-.158), 직원역량(β=-.137), 디지털역량

(β=-.129), 경쟁 강도(β=.126), 인력수급 난이도(β=.125) 순이

었다.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VIF 검정결과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800 .559 5.007 .000

연령 .160 .079 .117 2.033 .043 1.360

순자산 .055 .048 .068 1.135 .258 1.481

업종 -.052 .035 -.077 -1.492 .137 1.109

연간 
순이익

-.102 .055 -.111 -1.875 .062 1.441

현재 회사 
운영기간

.010 .049 .013 .197 .844 1.700

창업 횟수 .037 .063 .032 .593 .554 1.192

경쟁강도 .135 .068 .126 1.983 .048 1.666 채택

인력 수급 .130 .064 .125 2.040 .042 1.554 채택

직원 역량 -.184 .084 -.137 -2.195 .029 1.611 채택

제품 
경쟁력

-.238 .105 -.158 -2.261 .025 2.008 채택

공급망
수요자 관계

.205 .107 .123 1.913 .057 1.704 기각

디지털 
역량

-.152 .072 -.129 -2.094 .037 1.561 채택

직원과의 
신뢰

.096 .122 .065 .788 .431 2.770 기각

경영자의 
관리역량

.046 .135 .028 .342 .733 2.736 기각

경영자의 
건강상태

-.325 .063 -.292 -5.195 .000 1.304 채택

통계량 : R² .322, 수정된 R², .286, F값 8.876(p=.000)

<표 5> 독립변수와 사업중단의도간 영향 관계 가설검정 

결과

4.3.2. 사업자신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Hayes가 개발한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였다. 

Hayes(2022)는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에 Sobel 테스트보다

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활용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수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분포의 정규성(normality)
을 가정하지 않고 신뢰구간이 부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높은 검증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ayes, 2022). 따라

서 본 연구의 매개효과 검증을 Process Macro 4.0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연구 방법에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CI: confidence 

interval)의 하한값(lower limit of 95% CI: LLCI)과 상한값

(upper limit of 95% CI: ULCI)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사업 자신감의 간접효과 유

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부트스

트랲 10,000 표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는 <표 6>과 같다. 

Effect S.E t P LLCI ULCI
검정
결과

H2-1
경쟁강도→

사업중단의도

총효과 .135 .068 1.983 .048 .001 .269

채택직접효과 .106 .069 1.541 .125 -.029 .241

간접효과 .029 .017 .001 .068

H2-2
인력 수급→
사업중단의도

총효과 .130 .064 2.040 .042 .005 .255

채택직접효과 .116 .064 1.825 .009 -.009 .241

간접효과 .014 .014 .003 .050

H2-3
직원 역량→
사업중단의도

총효과 -.184 .084 -2.195 .029 -348 -.019

기각직접효과 -.179 .083 -2.158 .032 -.343 -.016

간접효과 -.005 .012 -.032 .020

H2-4
제품 경쟁력→
사업중단의도

총효과 -.238 .105 -2.261 .025 -.445 -.031

채택직접효과 -.196 .106 -1.844 .066 -.405 .013

간접효과 -.042 .030 -.117 -.001

H2-5
공급망/수요자 

관계→
사업중단의도

총효과 .205 .107 1.913 .057 -.006 .416

기각직접효과 .213 .107 2.001 .046 .003 .423

간접효과 -.008 .021 -.059 .028

H2-6
디지털 역량→
사업중단의도

총효과 -.152 .072 -2.094 .037 -.294 -.009

채택직접효과 -.130 .073 -1.784 .076 -.273 .013

간접효과 -.022 .017 -.062 -.001

H2-7
직원과의 
신뢰→

사업중단의도

총효과 .096 .122 .788 .431 -.144 .336

채택직접효과 .125 .122 1.024 .307 -.115 .364

간접효과 -.029 .024 -.087 -.004

H2-8
경영자 

관리역량→
사업중단의도

총효과 .046 .135 .342 .733 -.220 .312

채택직접효과 .076 .135 .566 .572 -.189 .341

간접효과 -.030 .030 -.107 -.008

H2-9
경영자 

건강상태→
사업중단의도

총효과 -.325 .063 -5.195 .000 -.449 -.202

기각직접효과 -.302 .063 -4.797 .000 -.427 -.178

간접효과 -.023 .016 -.062 .001

<표 6> 사업자신감의 매개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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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강도, 인력 수급 난이도, 제품 경쟁력, 디지털 역량, 
CEO와 직원간 신뢰, 관리 역량과 사업중단의도간 사업 자신

감 간의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살펴보면 LLCI와 ULCI 사

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았다.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

다.

가설 2-1: 사업자신감은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와 사업중

단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2: 사업자신감은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와 사업

중단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4: 사업자신감은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과 

사업중단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6: 사업자신감은 디지털 역량과 사업중단의도간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7: 사업자신감은 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와 사업중단

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8: 사업자신감은 경영자의 관리역량과 사업중단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반면, 직원역량, 공급망관계, CEO 건강상태와 사업중단의도

간 사업 자신감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LLCI와 ULCI 사이에 

0이 존재하고 있다. 유의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설 2-3: 사업자신감은 직원 역량과 사업중단의도간 매개역

할을 할 것이다.
가설 2-5: 사업자신감은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와 사업중단

의도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2-9: 사업자신감은 경영자의 건강상태와 사업중단의도

간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4.4. 논 의

앞서 검정한 가설을 토대로 먼저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사업중단의도의 인과관계 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사업환경 인식의 하위요인인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

도 및 인력수급과 관리의 난이도가 사업중단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uehler et al.(2012)의 

연구에서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사업중단 의도에 영향을 미치

고, 경쟁의 강도가 사업중단을 촉진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 중소기업은 주력사업분야에서 현존하는 경쟁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와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사회구조적으로 신규 직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인

건비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직원들을 관리하기도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및 인력수급과 관리의 난이도가 높

을수록 CEO의 사업중단의도를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업 역량의 하위요인인 직원역량, 제품(서비스) 경쟁

력 및 디지털역량/기술전문성이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내부적 역량인 판매원의 

역량이 소비자의 재참여의사에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김형준·이동일(2009)의 연구와 직원역량 영향관계 면에서 맥

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DeTienne & Wennberg(2013; 
2016)의 연구에서 자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

이 사업중단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도 제품(서비

스) 경쟁력 영향관계 면에서 일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소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Chrisman et al.(2015)의 연구,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디

지털 기술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었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디지털 역량이 사업의 지속 내지 중단 의도에 중대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Soluk et al.(2021)의 연구와도 디지

털역량/기술전문성 영향관계 면에서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산업군에서 비교적 소수의 직원들의 

역량에 의해 주력 제품(서비스) 경쟁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

는 규모의 집단이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이나 기술전

문성으로 그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최근 

들어 보편적인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역량이 높을수록 

CEO의 사업중단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업 역량의 하위요인 중에서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는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샘플링한 중소기업 CEO중 사

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2.3%를 차지하고 있다

는 점에서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가 비교적 안정화될 수 있

는 업력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기업 역량의 하위요인 중에서 경영자의 건강상태는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 경영자와 직원간 

신뢰 및 경영자의 관리역량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영자의 역량 중 위험

감수성,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 열정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

이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한 Raunelli et 
al.(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샘플링한 중소기업 CEO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79.9%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자

신감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니어층의 CEO들은 사업중단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요하게 꼽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CEO의 건강상태(β=-.292), 제품 경쟁력(β=-.158), 직원역량

(β=-.137), 디지털역량 및 기술전문성(β=-.129), 주력사업분야

의 경쟁강도(β=.126), 인력의 수급 및 관리 난이도(β=.125) 
순이었다. 이는 앞에서 해석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 샘

플링에서 50대 이상 시니어층이 80%에 육박하였다는 점에서 

CEO의 건강상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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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중견 및 대기업에 비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당장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제품 

경쟁력, 직원역량 요인의 영향력이 그 다음을 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교적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볼 과제일 수 있는 

디지털역량 및 기술전문성,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의 

수급 및 관리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영향력 크기가 덜 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신감의 매개효과와 관련한 논의점은 다음

과 같다.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

이도, 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직원과 CEO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 역량과 사업중단의도 간

에 사업자신감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

업자신감이 선행변수와 창업의도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확인한 Otache(202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의 주력사업분야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CEO의 사업자신감을 

떨어뜨려 사업중단의도를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

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와 

직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 역량이 높을수록 사업자신감을 

고취하여 사업중단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업중단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비하여 검정결과 기각

되었던 CEO와 직원간 신뢰 요인 및 경영자의 관리역량 요인

은 사업자신감을 경유할 경우 사업중단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EO가 경영현장에서 매일 

마주하는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하고 권한과 책임을 많이 위

임하는 등 경영자와 직원의 신뢰가 돈독할수록 경영자의 사

업자신감을 높여 사업중단의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자원을 잘 조

율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등의 경영자 관리역량이 높을수록 

사업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자신감은 사업중

단의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초부터 전세계에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미중 갈등과 우크라

이나 사태로 촉발된 공급망관리 리스크 등 최근에 체감하는 

기업경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편이다. 중소기업을 창

업하여 경영하고 있는 CEO들은 이러한 현실속에서 기업의 

지속성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중소기업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

소기업의 사업환경(주력 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인식, 기업 역량(직원 역량, 기업의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 공급망 및 수요자 관계, 디지털 역량 및 기술

전문성), 경영자 역량(직원들과 경영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

역량, 경영자의 인지된 건강상태)이 CEO의 사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중소기업 CEO 260명을 대상으로 실증

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가 사업중단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직원역량, 
제품(서비스) 경쟁력, 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문성, 
CEO의 건강상태가 사업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

들의 영향 관계는 CEO의 건강상태, 제품(서비스) 경쟁력, 직

원역량, 디지털역량 및 기술전문성, 주력사업의 경쟁강도, 인

력의 수급 및 관리 난이도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및 수요

자 관계, 직원과 CEO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역량은 사업중단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업자신감은 주력사업분야의 경쟁강도, 인력 수급 및 

관리의 난이도, 제품(서비스) 경쟁력, 디지털 역량 및 기술전

문성, CEO와 직원간 신뢰, 경영자의 관리 역량과 사업중단의

도 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5.2. 시사점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중단의도에 관해 연구한 학술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업종의 국내 중소기업 CEO들을 대상

으로 사업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적

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사업중단

의도의 영향요인 고찰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 다양한 

기업수명주기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CEO들은 물론이거니와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들이 비자발적이거나 불리한 사

업중단의 경우에라도 좋은 교훈을 얻어 또다른 사업으로 재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다는 데에 실무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으로 샘플링된 CEO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80%에 육박하였고 그들의 사업연수도 10년 이상이 

62%를 상회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

대이기도 한 시니어 CEO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의도의 영향

요인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겠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중소기업 시니어층 CEO들에게 자발적이

고 건강한 양태의 사업중단 방식, 예컨대 기업공개, 합병, 차

익 매도, 사업승계 등을 교육할 수 있다면 이들의 중장기 기

업 전략에 실무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는 

사업자신감 매개에 의한 사업중단의도의 영향관계 차이를 관

찰할 수 있었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CEO의 사업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나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에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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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의미 있는 시사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

지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개

선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 

팬데믹이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되던 특수한 상황에서 실시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팬데믹이 없는 기업 상황으로 

일반화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향후 팬데믹이 종식된 후의 

후속 연구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무작위 추출 샘플링으로 대상 표본을 채집한 결과 응

답자의 특성이 연령, CEO의 순자산, 업종, 회사의 사업기간 

등에서 다양하였다. 따라서 응답자의 특성별로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응답자 연령의 경우 50대 이상이 

79.9%에 달하였다. 이러한 표본은 향후 사업중단의 출구 전략 

중 하나의 유형으로 채택될 수 있는 사업승계에 대해 후속적

으로 연구해 볼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초기 창업기업 또는 젊은 연령층의 CEO들로 한정하여 사업

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들이 

계속되어 관련한 이론적 근거가 더욱 보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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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MEs' Business Environment Perception, Corporate

Competency, and Managerial Competency on Intention to Discontinue

Business of CEOs: Mediating Effect of Business Confidence

Yoon, Deok Sang*

Ha, Kyu Soo**

Abstract

The recent corporate economy, such as the COVID 19 pandemic that has spread all over the world since the beginning of 2020, the 
acceler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pply chain management risks triggered by the US-China conflict and the Ukraine 
crisis, is more serious than ever before. CEOs who have started and manag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more 
concerned than ever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ir businesses in this reality. Nevertheless, there were few empirical studies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of SME CEOs to discontinue business.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of the business environment of 
SMEs (intensity of competition in key business areas, difficulty in manpower management), corporate competency (employee competency, 
company product or service competitiveness, supply chain and consumer relations, digital competency and technical expertise), and CEO’s  
competency(trust between employees and the CEO, management competenc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CEO) on CEO's intention to 
discontinue business was discuss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in the main business field, and the difficulty in manpower management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to discontinue the business, and the employee competency, product (service) competitiveness, digital 
competency of the company, and the CEO's Health status had a negative (-) effect on intention to discontinue busi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influences was found in the order of CEO's health status, product competitiveness, employee 
competency, digital competency, competitive strength in the main business, and difficulty in manpower management. It was analyzed that 
supply chain and consumer relations, trust between employees and the CEO, and management capabiliti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ntion to discontinue business. On the other hand, business confidence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intensity of competition in 
the main business field, the difficulty in manpower management, product or service competitiveness, digital competency, trust between 
employees and the CEO, and the management capability and intention to discontinue business was tested. This study had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factors related to intention to discontinue business target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CEOs. In practice, as it has been found that business environment awareness, corporate competency, managerial competency, and business 
confidence a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discontinue business, if an action ideas that can reinforce this part can be found, 
SMEs can achieve sustainable growth or it may help CEO find an meaningful exit.

KeyWords: Business environment awareness, corporate competency, managerial competency, business confidence, intention to discontinue 
busines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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