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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21세기 기업경 에 있어 가장 요한 핵심요인  하나

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가정신은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응하고 과감한 신을 통해 경

쟁우 를 지켜나가야 하는 분야에서 더욱 필요하다. 유통산업과 불가분의 계를 갖고 있는 

랜차이즈 산업 역시 시장변화 속도가 빠르고 생존경쟁이 치열해 경 자들의 기업가정신

이 실히 요구된다. 특히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랜차이즈 산업에서는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 인 성장을 달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랜차이즈에 한 기존 연구들은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의 요성을 부

각시키고 기업성과에 있어 CEO가 수행하는 역할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따라서 

CEO의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간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고 랜차이즈 산업에서 기업

가정신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요한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CEO 개인의 기업가정신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에 한 연구, 그리고 

CEO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를 랜차이즈 분야에 용해 분

석함으로써, 랜차이즈 산업에서 기업가정신의 요성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 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연구모형을 개발하 고,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해 가맹본부 

CEO 152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SPSS와 AMOS 로그램을 사용해 실증분석을 하

다. 연구결과, 랜차이즈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악되었다. 연구결과를 토 로, 랜차이즈 기업의 성과와 기업가정신 함양을 

한 효과 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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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기업들

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한 핵심 원동력

으로 인식되고 있다(Kuratko and Hodgetts 

2007).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성장과 국가경

제에 정 인 향을 미침에 따라, 벤처기

업, IT기업 등 신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기업들을 상으로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에 한 향 계는 물론 기업가정신을 향

상시키기 한 방안 도출에 많은 심과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강성일 2006).  

기업가정신은 일반 으로 ‘불확실성에 과

감히 도 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자 하는 정신, 행동 혹은 과정의 총칭’이라 

이해되고 있다. Schumpeter(1934)는 환경변

화로 인한 시장기회를 신  활동을 통해 

추구한다는 에서 기업가(Entrepreneur, 

起業家)는 경제발 을 한 원동력이라고 

지 했으며, 이러한 기업가의 활동을 기업

가정신이라고 했다. Drucker(1985)도 경제

발 이라는 거시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경

이라는 미시  측면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가장 요한 요소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

업가의 존재라고 역설했다. 

Shane and Venkataraman(2000)은 기업

가정신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많은 IT 기술들은 궁

극 으로 제품과 서비스로 실 되는데, 기

업가정신은 사회가 IT 기술을 유용한 제품

과 서비스로 변환시키도록 하는 메카니즘이

라는 , 둘째, 기업가정신은 경제 내 일시

이고 부분 인 비효율성을 찾아내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Kirzner 1997), 

셋째, 자본주의 사회 내 모든 변화의 원천 

에서도 기업가에 의해 주도되는 신이 

가장 요한 원동력이라는 (Schumpeter 

1934)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기업, 시장, 

조직, 기타 경  련 연구 분야에 한 우

리의 지식과 이론이 기업가정신을 결여한다면 

이는 불완 한 지식과 이론이 될 것이라고 

지 했다(Shane and Venkataraman 2000). 

통 으로 기업가정신에 한 연구는 

제조업 분야의 기업이나 기업가에 그 뿌리

를 두어 왔지만(Chandler 1962), 제조기업

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서비스 기업, 특히 

랜차이즈 기업에도 필요하다(Kaufmann 

and Dant 1998). 기존에 랜차이즈 방식이 

도입되지 않았던 분야에 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거나, 서비스 제공방식을 차별화함으

로써 독특하고 효과 인 운  시스템을 개

발하는 것도 기업가로서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Levitt 1983). 한 랜차이즈 분

야는 틈새공략 략을 구사할 기회가 많고 

가맹 주와 강도 높은 ‘기업가  트 십

(Entrepreneurial Partnership)’을 필요로 한

다. 따라서 랜차이즈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에 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Kaufmann and Dant 1998).

국내 랜차이즈 산업은 지난 30여 년간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나 국제  

상 측면 등에서 부신 발 을 거듭해 왔

다. 그러나 아직 많은 가맹본부가 세한 

소기업이고, 주먹구구식 경 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외식업 편  상이 심하

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아이템이나 경쟁업체가 개발한 

인기 아이템을 모방하려는 경향도 강하다. 

신제품 개발을 한 R&D 투자 등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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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장을 한 비 을 갖기보다는 단기

인 목표에 치 하는 근시안 인 경 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이창호 2006, 최자  

2007). 더욱이 국내 랜차이즈 산업은 시

장의 트 드 변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소비

자의 요구수 이 높으며, 진입과 탈퇴가 자

유로운 완 경쟁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가

맹본부들이 처한 사업 환경이 결코 정

인 상황이라고만 할 수 없다. 따라서 랜

차이즈 기업성과를 높이고 랜차이즈 산업

의 발 을 진하기 해 기업가정신에 

한 기존의 연구를 랜차이즈 분야에 용

해 볼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 소기업의 경우, 조직보다도 CEO 

개인의 능력이 기업의 성공에 더 요한 요

소라는 에서, 기업가 개인의 기업가정신

이 더욱 요시 된다(강신일․이창원 1997, 

강성일 2006). 국내 랜차이즈 가맹본부 

CEO들 역시 기업의 성과에 있어 CEO 개

인의 역할이 요하다는 을 잘 인지하고 

있다(강병오 외 2010). 이같이 랜차이즈 

산업의 특성과 CEO의 요성을 감안할 때, 

랜차이즈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의 

수 과 기업가정신과 성과간의 향 계, 

기업가정신 함양을 한 방안 도출 등은 매

우 요한 연구과제이다.

기업가정신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분 벤처기업이나 제조 등 일반 소기

업에 국한되어 있고, 랜차이즈 분야에서

의 기업가정신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Kaufmann and Dant 1998). 따라

서, 본 연구는 랜차이즈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에 향을 미치는 향요인, 기

업가정신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 등

에 해 실증 으로 분석함으로써, 랜차

이즈 산업에서의 기업가정신의 요성을 조

명하고, 기업가정신 함양을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개발

하 고,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해 가맹본

부 CEO 152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SPSS와 AMOS 로그램을 사용해 실증분

석을 하 다. 연구 결과, 랜차이즈 가맹본

부 CEO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었으며,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랜차이즈 

산업에서 기업가정신의 요성을 실증 으

로 분석함은 물론, 선행 향요인 분석을 

토 로 랜차이즈 산업에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한 

에서, 이론  측면과 실무  측면에서 많은 

시사 을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Ⅱ. 이론  배경

1. 기업가정신의 의의  연구동향

1.1 기업가  기업가정신의 의의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알기 해서는 먼

 기업가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기업가(Entrepreneur)’란 ‘수행하다’, ‘시

도하다’, ‘모험하다(to undertak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랑스어 ‘Entreprendre’에서 

유래되었다(구언회 2006). 16세기  랑스

에서 ‘Entrepreneur’는 ‘군  원정을 이끄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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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박상용 2003). 

이윤 추구라는 경제 행 의 주체로서 기

업가(Entrepreneur)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한 학자는 Cantillon(1730)이었다. 그는 해

상무역이 활발하던 당시 험을 감수하고 

무역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무역가를 기

업가라 칭했다. Schumpeter(1934)에게 기업

가란 기회를 추구하며 자원을 새롭게 결합

하는 ‘창조  괴(Creative Destruction)’을 

통해 경제발 을 주도하는 신자이다. 기

업가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오늘날 ‘기업가(Entrepreneur, 起業家)’란 일

반 으로 ‘사업기회를 인식하고 획득하며, 

이러한 기회를 실제로 실 하거나 시장가치

가 있는 아이디어로 바꾸며, 시간, 노력, 자

본, 기술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

한 아이디어의 실천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

한 시장에서 야기되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이러한 노력들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는 신

자 는 개발자’로 정의된다(Kuratko and 

Hodgetts 2007).

기업가정신의 정의 역시 학자마다 다양

한데 Kaufmann and Dant(1998)는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기업가정신의 정의들의 다양

함을 지 한 후,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정의

를 다음의 세 개 그룹으로 범주화할 수 있

다고 말했다. 즉 (1) 기업가(Entrepreneurs)

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개인  특질

(Traits)을 강조하는 정의 (2) 기업가정신의 

과정(Process)과 그 결과를 강조하는 정의 

(3) 기업가가 수행하는 행동(Activities)에 

을 맞추는 정의 등이 그것이다. 주요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업 조직의 새

로운 조합, 신제품 소개, 원재료의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조직 

창출 등의 실천’(Schumpeter 1934), ‘온건한 

험감수성향’(McClelland 1965), ‘ 진 인 

부(富)의 창출을 창조하는 역동  과

정’(Ronstadt 1984), ‘새로운 부의 창출 능력

을 가진 기존 자원의 할당을 포함한 신에 

의한 행동’(Drucker 1985), ‘사실상의 무로

부터 비 을 창출하는 능력’ (Timmons 

1999), ‘사업기회의 인지, 험부담의 

한 리, 한 자원동원의 기 을 바탕으

로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 (Kuratko and 

Hodgetts 2007) 등이 있다. 

1.2 기업가정신 연구동향 

경제학자인 Schumpeter(1912, 1934)에 의

해 기업가정신이 처음 학문 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1960～70년 까지 경제학  

, 심리학  , 사회학  에서 기

업가정신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

기에는 기업가 개인수 에 을 맞추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기업가와 일반인

을 구별 짓는 심리  특성을 규명하는 연

구, 기업가와 사회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탐

구하는 연구, 그리고 기업가가 경제발 에 

기여하는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기업가 개인의 고유한 심리  

특성으로는 성취욕구, 모험성향, 목표지향성, 

통제 치, 험감수성향, 모호성수용력, 자율

성 등이 거론되었고(McClelland 1961, 

Sexton and Bowman 1986), 이 외에 성별, 

연령, 가정환경, 교육수 , 창업경험, 업종경

험, 리경험 등 기업가 개인의 비 심리  

특성도 기업가와 일반인을 구별 짓는 요소

로서 연구되었다(Naffziger et al. 1994). 

1980～90년 에는 기존의 개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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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연구가 크게 확장되었다. 먼  1980년

 미국에서 장기불황 속에서도 일부 기업

은 성장하는 상이 나타나자, 경 학계

에서 기업가정신에 한 심이 증가했다. 

즉 경 학  에서의 연구가 본격화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기업가 개인이

나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 내에서

의 기업가정신에 한 심도 증가했다. 이

를 기존의 기업가정신과 구분해 ‘조직 기업

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이라는 

용어로 칭하기 시작했다. 1960~70년 에 단

편 으로 연구되어 오다가 Miller(1983) 이

후 주목받기 시작한 조직 기업가정신은 조

직구성원 혹은 이나 부서 차원의 기업가

정신, 조직문화, 조직 차원에서의 기업가정

신 로세스 등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한 기 연구가 창업자, 혹

은 창업한지 얼마 안 되는 소기업의 최고경

자만을 상으로 하 다면, 1980년  이

후부터 차 으로 기업가정신을 개인수 , 

집단수 , 체 조직수 에 모두 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Drucker 

1985, Lumpkin and Dess 1996), 조직 수

에서도 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리

고 신생기업과 기존기업 모두에 용되는 개

념으로 보고 있다(Drucker 1985, Stevenson 

and Jallio 1990, Lumpkin and Dess 1996, 

윤 ․박민생 2007). 

한 1980년 에는 기업가의 심리  특

성에 을 맞추는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지 (Gartner 

1989)이 제기되면서, 기업가의 행동에 

을 맞추기 시작했다. 기업가정신의 본질을 

기업가의 심리 인 정신상태라기보다는 기

업가에게 필요한 능력 그 자체, 혹은 행동

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리 확산되었다

(Stevenson and Gumpert 1985, Covin and 

Slevin 1991). 일부 학자들은 기존에 연구되

어 온 심리  특성들을 기업가정신에 향

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인식하고 연구를 

수행했다(Gartner 1985, Brazeal 1993, 

Hornsby et al. 1993, Bird 1988, Naffziger 

et al. 1994, Krasniqi 2009, Chen 2010). 즉, 

기업가정신이란 개인의 심리 상태라기보다

는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이므로, 개인의 심

리  특성이 존재하여야 기업가정신이 발

될 수 있다는 것이다(구언회 2006). 

1990년  말부터는 이윤추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  수 에서 기업가정신 연구를 

용하기 한 시도들이 등장했다. 즉 기업

가(Entrepreneurs)는 개인 이든 조직 내에

서이든 이윤을 추구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자선단체, 정부․공공기 , 학 등 비 리 

조직 내의 기업가도 아우르게 되었다(Amit 

et al. 1993, Kaufmann and Dant 1998). ‘사

회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은 기존의 기업가정신 개념에 ‘사익과 공익

의 균형 추구’라는 개념을 추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로벌 시 로 세계 경제에 국가간 경계

가 낮아지면서 설립 기 혹은 설립 과정에

서부터 국제 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연구

상으로 하는 ‘국제 기업가정신(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도 요한 연구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이장우 2000). 국제 기업가정

신은 창업 기 혹은 그 이후 기업의 국제

화를 도모하려는 기업가정신이라 할 수 있

다(Burgel and Murray 1998). 

2000년  들어 기업가정신 연구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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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통제 치 등 개인 성향의 합리  특질 

외에, 인지이론, 휴리스틱스 모델 등 최신의 

심리학 이론들을 도입해 기업가 개인의 기

업가  성향에 한 보다 정교한 연구를 수

행하는 추세(Mitchell 2002)가 등장하 다. 

둘째, 사회  기업가정신에 한 연구가 본

격화되었고, 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 의 기업가정신에 한 연구도 활발

해지기 시작했다(Alvord et al, 2004, 

Massetti 2008). 셋째, 기업가정신의 종합

이고 포 인 이론  임워크를 개발하

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넷째, 이미 

개발된 기업가정신 련 이론과 분석틀을 

제3세계 국가, 시장경제 환국가, 여성기업

가 등 특정 상에 용시키는 연구 등 다

양한 분야로 분화 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흐름을 반 해 

기업가정신을 정신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행동

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개인의 심

리  특성  환경  특성을 살펴본다. 그

리고 개인 차원의 기업가정신에 한 분석

틀을 랜차이즈 산업에 용시킴으로써, 

특정 분야로 문화되고 있는 최근 연구 흐

름에 따르고자 한다. 

2.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기업가정신을 심리상태라기보다는 기업

가에게 요구되는 능력 그 자체, 혹은 행동

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는 

‘ 신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 험감수성(Risk-Taking)’ 등 3개로 수렴

되었고, 재 기업가정신은 이 3개 요소로 

구성된다는 데에 범 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Barringer 1995, Barrett 1996, 

Covin and Slevin 1991, 이춘우 1999, 박상

용 2003). 이 3개 구성요소들은 개인 차원

의 기업가정신과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에 

공통 으로 언 되고 있다. 

신성은 Schumpeter(1934)가 처음 도입

한 개념으로, 이후 기업가정신의 표 인 

속성으로 리 인정되고 있다. 그는 신이

란 ‘일상 인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인  

물  요소를 새로이 결합하는 것’이라며, 이

러한 ‘새로운 결합’이 경제발 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결합이란 연구개발

(R&D), 끊임없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 생산기술 개선, 일반 인 기술향상 등

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Schumpeter 

(1934)가 기업가정신의 핵심으로 여긴 신

성은 오늘날 기업가정신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진취성이란 ‘시장 내 경쟁자에 한 극

인 경쟁의지와 우월한 성과를 창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시장 내 지 를 변화시키

기 해 경쟁업체에 해 직 이고 강도 

높은 수 으로 도 하는 자세’(Lumpkin 

and Dess 1996), ‘ 극 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에 부응하려는 경 활동’(이춘우 1999) 

등으로 정의된다. 진취 인 기업가는 다른 

기업가보다 공격 으로 경쟁하며, 단순히 

경쟁자들의 행동에 응하기보다는 자신이 

먼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자 시도한다. 

험감수성은 역사 으로 가장 오래 부

터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어 

온 요소라 할 수 있다. 1730년 Cantillon은 

기업가를 ‘자신의 자본으로 험을 감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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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고, 기업가

정신을 ‘불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여 

불확실한 가격에 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후 험

감수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하나로 인정되어 왔

다. Covin and Slevin(1991)은 험감수성

을 ‘낮은 험의 로젝트보다 높은 험의 

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극 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이

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험(Risk)은 도박

꾼(Gambler)이 추구하는 무모한 험이 아

니라, 재 시 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수단

을 통해 측된 ‘계산된 험(Calculated 

Risk)'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험감수

성은 험을 감수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

는 것이 아니라 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태도에 의미가 있다. 

이밖에 자율성(Lumpkin and Dess 1996), 

경쟁  공격성(Lumpkin and Dess 1996), 

집 성(Mintzberg 1979), 자기갱신(Zahra 

1993), 민첩성(강성일 2006) 등이 기업가정

신 구성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

들은 신성이나 진취성, 험감수성  하

나의 속성과 유사해서 세 요소  하나에 

포함시켜 연구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결론 으로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해 신 , 진취 , 그리고 험

감수 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재결합시

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levin and 

Covin 1991, Zahra 1993, Stevenson and 

Jallio 1990). 랜차이즈 시장은 변화속도가 

빨라 불확실성이 높고, 진입과 탈퇴가 자유

로운 완 경쟁시장과 가까워 생존경쟁이 치

열하다.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많다. 

랜차이즈 산업에서도 기업가정신을 통해 기

회를 포착하고 경쟁우 를 높일 필요가 있

는 까닭이다. 

3. 기업가정신과 향요인

기업가정신의 향요인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향요인은 일반 으로 개인의 

심리  특성  배경  특성, 조직  특성, 

환경  특성 등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는 CEO 개인의 기업가정신에 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심리  특성과 환경

 특성에 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가정신 향요인으로서의 심리  특

성은 기업가 개인의 성향과 능력이 기업성

과에 요한 향을 미치는 소기업 련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국내 랜차

이즈 가맹본부들은 부분 CEO 1인이 의

사결정에 독 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본부 직원의 채용과 훈련, 조직문화 형성, 

나아가 기업의 성과에 지 한 향을 미친

다. 따라서 국내 랜차이즈 산업에서 CEO

의 기업가정신을 연구함에 있어, CEO 개인

의 심리  특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은 기업가정신에 한 개인의 태도

에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여기에는 

경제 , 사회 , 문화 , 정치  요인들이 

포함된다. 기업의 환경 특성을 기업가정신

의 향요인으로 보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Cuervo(2005)는 기업가정신의 향요인으로

서 환경을 경제  환경과 제도  환경으로 

구분했고, Chen(2010)은 환경을 가족환경, 

교육환경, 사회환경, 경제환경으로 구분했

다. Morris and Lewis(1995)는 기업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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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환경상의 

인 라구조(Environmental Infrastructure), 

환경의 불안정성(Environmental Turbulence),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환경상의 경험

(Personal Environmental Experiences of 

Society's Members)으로 구분했다. 윤

․박민생(2007)은 소기업은 환경에 특

히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서 환경요인 

변수를 동태성, 이질성, 성 등 3개 항목

으로 설정했다. 구언회(2006)는 환경특성 요

인을 경쟁강도, 역동성, 산업성장률로 설정

하고, 경쟁강도와 역동성은 기업가정신에 

부(-)의 향을 미치지만, 산업성장률은 기

업가정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했다. Krasniqi(2009)는 코소바 공화국 

기업가의 기업가정신에 향을 미치는 기업

환경 요인을 연구하면서, 건설업 등과 같이 

성장세가 높은 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성일(2006)은 기업가

정신에 향을 미치는 변수  인식규범을 

설정하고 기업가에 한 사회  인식이 높

을수록 기업가정신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말했다. 

고 상 외(2003)는 벤처기업의 성과 결정

요인에 한 연구에서 국내 벤처기업의 경

우, 기업 내부요인보다는 정부지원 등 외부

요인이 기업의 성과에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윤방섭

(2004)은 창업과 기업가에 한 사회  인

식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 내 창업을 지

원하는 세력이 존재할수록 창업 의지가 높

아진다고 말했다.   

기업은 환경에 의해 많은 향을 받게 

되는데 규모가 작고 시장의 가격결정 능력

이 은 소기업일수록 환경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구언회 2006). 국내 

랜차이즈 기업 역시 부분 세한 소

기업이다. 국내 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 랜차이즈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

지만 동시에 과당경쟁이 심해 가맹본부의 

실패율이 높은 편이다. 일부 부실․부도덕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해 랜차이즈 업계에 

한 일반 의 부정  인식이 잔존해 있

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정부는 

랜차이즈 산업의 정 인 측면을 강조하면

서 각종 육성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사실이

다. 이러한 국내 랜차이즈 기업들이 직면

하고 있는 환경  특성들이 가맹본부 CEO

의 기업가정신과 나아가 기업 성과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4. 랜차이즈 분야에서의 기업가정신

에 한 연구 

랜차이즈 기업 CEO의 기업가정신에 

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련 연구

로서, 이형남(2008)은 가맹본부 리자의 리

더십이 가맹본부에 한 가맹 의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바 있다. 그

는 가맹본부 리자가 가맹 에게 가맹본부

의 사업목표와 략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이들을 선도하며 이들의 기업가정신을 고무

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리자의 변  

리더십이 가맹본부에 한 가맹 의 신뢰, 

감정  몰입, 경 성과, 만족에 향을 미친

다고 말했다. 강병오 외(2010)에 따르면, 우

리나라 가맹본부 CEO들과 소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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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요한 성공요인으로 

가맹본부 CEO의 역량  경 철학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CEO의 사업

련 문지식과 경험, 리더십, 윤리의식, 그

리고 기업가정신 등이 포함된다. 

국내 랜차이즈 산업은 거의 부분 

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기업은 조

직구조가 정교하지 못해 사실상 소유경 자

인 CEO 1인의 경 체계가 형성되며, CEO 

개인의 특성, 특히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성

과에 미치는 향이 지 하다(Minzberg 

1973). 따라서 가맹본부 CEO 개인의 기업

가정신이 가맹본부의 성과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클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기업

가정신에 한 연구를 랜차이즈 가맹본부 

CEO에 을 맞춰 용해 보고자 한다. 

먼  CEO의 기업가정신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CEO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

펴본다.

Ⅲ. 연구모형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계한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로서, 가맹본부 

CEO의 심리  특성 3개 변수, 시장 특성 2

개 변수, 사회제도  특성 2개 변수를 설정

한다. 매개변수로서, CEO의 기업가정신 3

개 변수를 설정한다. 종속변수로서, 가맹본

부의 성과 2개 변수를 설정한다. 독립변수

인 CEO의 심리  특성, 시장 특성, 사회제

도  특성이 매개변수인 CEO의 기업가정

신을 매개로 하여 종속변수인 가맹본부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공분산구조분석을 통

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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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설정

2.1 가맹본부 CEO의 심리  특성과 

CEO의 기업가정신간의 계

본 연구는 Gartner(1985), Hornsby et al. 

(1993), Bird(1988), Naffziger et al.(1994), 

Cuervo(2005), Krasniqi(2009), Chen(2010) 

등의 연구에 따라 개인의 심리  특성을 기

업가정신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보

고 가설을 수립한다. 의 연구들을 토 로, 

국내 랜차이즈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단되는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

신 향요인으로서,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통제 치(Locus of Control)’, 

‘창의성(Creativity)’ 등 3개 변수를 설정하

고자 한다. 성취욕구란 어떤 것을 신속하고 

가능한 한 잘 이행하려는 바람 는 심리  

경향을 말한다(김진수 2010). 랜차이즈 사

업은 가맹 주가 투자하는 자본과 포를 

통해 빠르게 성장해 조기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가맹본부 

CEO로서는 제조업 등 일반 기업 창업자에 

비해 은 자본으로 비교  빠르게 큰 기업

을 일구어낼 수 있다(Shane 2005). 따라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랜차이즈 사

업에 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 랜차이즈 산업은 연간 6~7%씩 성장

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앞으로 새롭게 개척

할 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CEO의 성취

욕구가 클수록 새로운 역을 개척하고 가

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통제 치란 개인들이 삶에 향을 미치

는 사건들을 그들 자신의 행 나 외부 세력

들에 기인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개인

이 자신의 운명을 얼마나 많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느냐에 한 개념 혹은 척도라 할 수 

있다. 랜차이즈 사업은 본부 창업자가 본

부 설립을 통해 가맹본부 직원은 물론, 가

맹 주, 가맹  종업원의 일자리까지 만든

다(지식경제부․ 한상공회의소 2008). 가맹

본부를 설립한 오  CEO들은 부분 세 

혹은 소기업 사장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본부 직원과 가맹 주들

의 생계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

할 것이다. 따라서 내  통제 치를 가진 

CEO가 많을 것으로 단되며, CEO의 내  

통제 치가 기업가정신과 가맹본부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 치  내  통제 치를 상으로 한다. 

창의성은 개인이 가진 아이디어를 차별

화시켜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국내 랜차이즈 

시장은 소비자의 취향이 수시로 변화하고 

제품의 라이 사이클이 짧은 특성을 가진

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소

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이은용 2010). 따라서 창의성이 높은 

랜차이즈 가맹본부 CEO일수록 가맹본부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을 반

해 가설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 가맹본부 CEO의 심리  특성은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 가맹본부 CEO의 성취욕구는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

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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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 가맹본부 CEO의 통제 치는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

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1-3 : 가맹본부 CEO의 창의성은 가

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2 기업 환경 특성과 CEO의 기업가정

신간의 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들을 토 로 하여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는 환경 특성 요인을 시장특성 

요인과 사회제도  특성 요인으로 구분해 설

정한다. 시장특성 요인은 경쟁강도와 업종성

장률 두 변수로 구분해 설정하고 사회제도  

특성 요인은 랜차이즈 창업에 한 사회  

인식과 사회 내 랜차이즈 창업 지원세력의 

존재 두 변수로 구분해 설정한다. 

경쟁강도의 경우, 국내 랜차이즈 산업

은 진입과 탈퇴가 가능한 완 경쟁시장으로

서, 과당경쟁이 지 되고 있을 만큼 경쟁강

도가 높은 실정이다(지식경제부․ 한상공

회의소 2008). 특히 가맹본부간 제품·서비스

의 모방행 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 ·물  기반이 취약한 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경쟁업체와의 차별화에 부담

을 느끼게 하며, 필요한 원자재 획득과 

매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기 때문에 가맹본

부의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업종성장률의 경우, 국내 랜차이즈 산

업은 성장 잠재력이 커 각 가맹본부에게 성

장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다. 성장

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신규 기업이 진입하

여 어느 정도 시장을 유하여도 기존 업체

들이 높은 재무  성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강도와 달리 업종성장률이 높으

면 기업의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

이다(구언회 2006). 

랜차이즈 창업에 한 사회  인식의 

경우, 국내 랜차이즈 산업은 높은 실패율

과 일부 부실·부도덕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

해 부정 인 인식이 존재하지만, 랜차이

즈 산업에 일자리 창출과 자 업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정 인 인식도 존재

하는 만큼, 랜차이즈 창업에 한 사회  

인식이 좋을수록 CEO들이 자신감을 가지

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이창호 

2006). 

랜차이즈 창업 지원세력의 경우, 국내 

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부분 인 ·물  

자원이 부족한 세, 소기업이므로, 이들

에 한 자 지원, 인재채용 지원, 교육지원 

등이 제공될수록 기업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지식경제부․ 한상공회의소 2008). 

이를 정리해 가설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2 : 가맹본부 CEO의 사업이 속한 시

장의 특성은 가맹본부 CEO의 기

업가정신에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 시장의 경쟁강도는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에 부(-)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 업종성장률은 가맹본부 CEO

의 기업가정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가맹본부 CEO의 사업이 속한 

사회제도의 특성은 가맹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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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기업가정신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랜차이즈 창업에 한 사회

 인식은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 랜차이즈 창업 지원 세력은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2.3 CEO의 기업가정신과 가맹본부의 

성과 간의 계

많은 연구들(Peters and Waterman 1982, 

Schollhammer 1982, Gartner 1985, Covin 

and Slevin 1991, Zahra 1993, Brazeal 1993, 

Hornsby et al. 1993, 박노윤 2000, 구언회 

2006)이 기업가정신과 기업 성과 간에 정(+)

의 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최용호 외

(2003)는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재무  성과

에 정(+)의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오종

석․이용탁(1999)은 국내 소 벤처기업 500

개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가가 신

으로 진취 이며, 민첩하게, 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할수록 기업은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 으로 입증했다.

랜차이즈 산업에서도 CEO의 기업가정

신은 가맹본부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랜차이즈 련 연

구의 경우, 가맹본부 자체의 성과를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다(Hoffman and Freble 1991, 

Shane and Spell 1998, Shane and Foo 1999, 

Hopkinson and Hogarth-Scott 1999). 주로 

가맹 의 경 성과(Good 1984; Fenwick and 

Strombom 1997; Falbe and Welsh 1998; 정

헌정 2000; 김소  2003; 이선익 2008; 윤성

욱․박성일 2008)나 가맹 의 만족(김근배 

1999; 한규철 2007) 등에 을 맞추고 있

다. 이는 가맹본부의 사업성과와 가맹 의 

사업성과는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시 할 수 있고, 가맹본부를 상으로 할 

경우보다 가맹 을 상으로 할 경우에 상

으로 조사자료 수집과 정보획득이 용이하

기 때문이다(김소 , 2003). 

그러나 가맹사업은 가맹본부, 가맹 , 소비

자의 3개 행 주체간 상호 계에 의해 이루

어진다. 따라서 기업, 소비자의 2개 행 주체

로 이루어지는 일반 사업에 비해 훨씬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강병오 외 2010). 성

과 측정 역시 이러한 복잡성을 모두 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랜

차이즈 사업의 복합 인 특성들을 반 하기 

해 가맹본부 자체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

라, 가맹본부에 한 소비자, 가맹 주, 본사 

직원의 만족도 등을 포 하는 비재무  성과

도 측정하고자 한다. 일반 기업의 경우 역시 

차 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

면서 재무  성과 측정만으로는 기업의 성과

를 제 로 평가할 수 없다고 단하여 비재

무  성과에 한 측정도 요하게 여기는 

추세다(정승환 2001, 이용기 외 2009). 

재무  경 성과는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지표로는 

매출액증가율, 투자수익률, 시장 유율, 

유동성, 자본수익률, 총자산증가율 등이 

표 으로 사용되고 있고, 비재무  경

성과 지표로는 시장 유율, 신제품개발, 상

품의 품질, 시장개척, 연구개발, 인력개발, 

직원의 업무만족도 등이 사용되고 있다(정

승환 2001, 구정  2009). 본 연구에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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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 수 정 의 선행연구

독립

변수

가맹본부 

CEO의 

심리  특성

성취욕구
어떤 것을 신속하고 가능한 한 잘 이행하려는 바

람 는 심리  경향

Gartner(1985)

Hornsby et

al.(1993)

구언회(2006)

Chen(2010)

김진수(2010)

통제 치
개인이 삶에 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자신의 행

 혹은 외부 세력에 기인시키는 경향

창의성
개인이 가진 아이디어를 차별화시켜 무엇인가 새

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

시장

특성

경쟁강도 동일 업종 내 경쟁의 정도
Chen(2010)

구언회(2006)

윤 ․박민생

(2007)

Krasniqi(2009)

업종성장률 업종의 성장률에 한 인식 

사회제도

특성

랜차이즈

창업에

한 인식

랜차이즈 창업자에 한 존경, 국가경제 기여

도 등에 한 정 인 인식
고 상 외

(2003)

윤방섭(2004)

강성일(2006)

랜차이즈

창업

지원세력

랜차이즈 창업을 한 정부․지자체․공공기  

등의 인 ․물  지원

매개

변수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

신성
끊임없는 신제품․서비스 개발, 생산기술 개선, 

일반 인 기술향상 등을 추구하는 경향
Gartner(1985)

Zahra(1993)

강성일(2006)

진취성
극 인 경쟁의지, 우월한 성과를 창출하려는 

의지, 경쟁업체에 한 도 자세

험감수성
높은 험의 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 극

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의욕

종속

변수

가맹본부의

성과

재무 성과

가맹본부의 매출액증가율, 투자수익률, 시장 유

율, 가맹  증가수, 가맹  폐 수에 한 상  

인식

윤성욱․박성일

(2008)

구정 (2009)

이용기 외

(2009)

비재무

성과

가맹본부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소비자 랜

드 선호도, 가맹 주의 본사 만족도, 직원의 업무

만족도에 한 상  인식

<표 1> 변수의 조작  정의

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각각 측정하

도록 측정항목들을 설정하되, 랜차이즈 

기업의 특수성도 반 하도록 했다. 즉, 재무

 성과 측정항목으로 가맹본부의 매출액증

가율, 투자수익률, 시장 유율, 가맹  증가 

수, 가맹  폐  수를 설정하고, 비재무  

성과 측정항목으로 제품  서비스의 품질, 

랜드선호도, 가맹 주의 본사만족도, 본사

직원의 업무만족도를 설정했다. 

성과측정 방법의 경우, 소기업을 상

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재무  성과든 비재

무  성과든 응답자의 인식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소기업은 재무  지표가 불

확실하거나 자료공개 의무가 없어 자료 노

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안  방법으로 

성과에 한 주 인 만족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Dess and Robinson 1984, 

Pearce et al. 1987, 이재훈 외 2007). 기존 

연구들에서도 주  방법을 통해 측정한 

성과와 객  성과 자료의 상 계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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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은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Dess and 

Robinson 1984).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경쟁업체, 즉 동

종 업계 내 가맹사업 업력이 비슷한 업체들

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방법을 택했다. 이상의 논의를 토 로 

다음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4 :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은 

가맹본부의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

은 가맹본부의 재무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은 

가맹본부의 비재무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  정의

독립변수로서 ‘가맹본부 CEO의 심리  

특성’, ‘시장 특성’, ‘사회제도  특성’, 매개

변수로서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 종

속변수로서 ‘가맹본부의 성과’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의한다. 

모든 변수의 측정항목은 1 (  그 지 

않다)에서 5 (매우 그 다) 사이의 리커드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기존 

연구의 설문문항들 참조하여 랜차이즈 기

업의 CEO를 연구 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 추가하 다.

2. 연구조사방법

본 연구는 2010년 3월 말 재 공정거래

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어 있는 가맹

본부 ,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가맹본부를 

조사 상으로 선정했다. 총 450개의 가맹본

부 표본을 추출해 2010년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지를 발송해 회수하거나 화 

혹은 직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

다. 연구의 취지상 표이사만이 응답하도

록 요청했다. 총 159개의 설문지가 회수되

었으며, 이  분석에 활용하기 부 합하다

고 단된 응답지를 제외한 총 152개 설문

지를 연구 상으로 선정해 분석했다.

Ⅴ. 실증분석  가설검증 

1. 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

본 연구는 변수의 타당성 검토를 해 탐

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을 한 

통계패키지는 SPSS 15.0 로그램을 사용

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Varimax 회 을 

하 으며,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 모형

은 여러 문항들을 통해서 측정된 다수의 잠

재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체 모형을 한 번에 측정하기 

보다는 체 모형을 나 어서 모형의 타당

성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Bentler and Chou 1987, Doney and 

Cannon 1997), 외생변수들을 측정하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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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신뢰성

Cronbach's α

성취

욕구

성취욕구1 .932

0.876성취욕구2 .926

성취욕구3 .915

통제

치

통제 치1 .924

0.817통제 치2 .913

통제 치3 .901

창의성

창의성1 .890

0.728창의성2 .872

창의성3 .861

경쟁

강도

경쟁강도1 .792

0.716경쟁강도2 .781

경쟁강도3 .753

Eigen Value 6.194 3.351 2.147 1.392

설명비(%) 27.412 16.402 11.425 7.113

 설명비(%) 27.412 43.814 55.239 62.352

<표 2> 외생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 결과

들과 내생변수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나 어

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1.1 외생 변수의 수렴타당성  신뢰성

본 연구의 외생 변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변수는 가맹본부 CEO의 심리  특

성인 성취욕구, 통제 치, 창의성, 시장 특

성인 경쟁강도, 업종성장률, 사회제도  특

성인 랜차이즈 창업에 한 사회  인식, 

랜차이즈 창업 지원세력이다. 삭기 은 

아이겐값 1을 사용하 고, 최종 으로 변수의 

설명력은 76.2%, 요인 재값은 0.5 이상이

었다(Kaiser-Meyer-Olkin 합성 검증: 0.75, 

Bartlett 구형성 검증: 1159.34(df=108), p=0.00). 

요인분석 결과 타당성을 해하는 성취욕구 

6문항  3문항, 통제 치 5문항  2문항, 

창의성 5문항  2문항, 사회  인식 4문항 

 1문항, 지원세력 5문항  1문항이 요인

분석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경쟁강도, 업종

성장률은 각각 3문항이 모두 묶 다. 이어

서 각 요인별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신뢰성 분석은 2개 이상의 설문문항으로 구

성된 항목 간에 내  일 성이 존재하는지

를 확인하기 해 사용되고 있는 크론바하 

알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

하 다. 분석 결과 값은 0.6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기 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1.2 내생변수의 수렴타당성  신뢰성

본 연구의 내생 변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변수는 CEO의 기업가정신  기업

성과로, 이에 해 다음과 같이 탐색  요

인분석을 실시했다. 삭기 은 아이겐값 1을 

사용하 고, 최종 으로 5개 변수의 설명력

은 77.1%, 요인 재값은 0.5 이상이었다

(Kaiser-Meyer-Olkin 합성 검증: 0.821, 

Bartlett 구형성 검증: 1039.234(df=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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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항목 요인5 요인6 요인7
신뢰성

Cronbach's α

업종

성장률

업종성장률1 .762

0.691업종성장률2 .732

업종성장률3 .726

사회

인식

사회 인식1 .753

0.709사회 인식2 .742

사회 인식3 .734

지원

세력

지원세력1 .645

0.712
지원세력2 .630

지원세력3 .626

지원세력4 .610

Eigen Value 1.171 1.082 1.020

설명비(%) 5.371 4.454 4.049

 설명비(%) 67.723 72.177 76.226

변수 항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신뢰성

Cronbach's α

신성

신성 1 .926

0.824
신성 2 .913

신성 3 .865

신성 4 .802

진취성

진취성 1 .791

0.816진취성 2 .772

진취성 3 .731

험

감수성

험감수성1 .785

0.809험감수성2 .763

험감수성3 .751

재무

성과

재무 성과 1 .673

0.726
재무 성과 2 .661

재무 성과 3 .647

재무 성과 4 .632

비재무

성과

비재무 성과 1 .657

0.754
비재무 성과 2 .645

비재무 성과 3 .635

배재무 성과 4 .622

Eigen Value 5.534 2.371 1.272 1.062 1.027

설명비(%) 36.853 21.214 10.347 5.348 3.348

 설명비(%) 36.853 58.067 68.414 73.762 77.110

<표 3> 내생변수의 타당성  신뢰성 분석 결과 

p=0.00). 요인분석 결과 타당성을 해하는 

신성 6문항  2문항, 진취성 5문항  2

문항, 험감수성 6문항  3문항, 재무 성

과 5문항  1문항이 요인분석 과정에서 배

제되었다. 비재무  성과는 4문항이 모두 

묶 다. 이어서 각 요인별로 크론바하 알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값은 0.6을 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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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가설 검증

나 수용기 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탐색  요인분석에 이어 AMOS 18.0을 

이용해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수행하 다. 확인  요인

분석 결과, 외생변수의 확인  요인분석 

합도( x 2=48.236(df=32, p=0.00), GFI=0.910, 

AGFI=0.896, NFI=0.916, RMR=0.054)와 내생

변수의 확인  요인분석 합도( x
2=62.628 

(df=43, p=0.00), GFI=0.919, AGFI=0.897, 

NFI=0.917, RMR=0.052)가 모두 높았다.

2. 연구모형의 가설검정

연구모형의 가설검정은 AMOS 18.0 로

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

해 실시하 다. 경로 분석을 통해서 가설로 

설정한 기본모형을 검정한 결과, x 2  검정 

통계량은 347.625, 자유도는 214(p=0.00)로 

나타나 모형이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GFI=0.921, AGFI=0.896, NFI=0.913, RMR= 

0.052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통한 연구 모

형  가설 검정 결과는 아래의 <표 4>, 

<그림 2>와 같다.

채택된 가설과 기각된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욕구, 통제 치, 창

의성은 모두 가맹본부 CEO의 신성, 진취

성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성취욕구, 통제 치는 험감수

성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창의성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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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표 화 

추정치
C.R. p 채택여부

H1

(1-1)성취욕구        → 신성 0.269 2.361 0.014 채택

(1-1)성취욕구        → 진취성 0.243 2.482 0.020 채택

(1-1)성취욕구        → 험감수성 0.013 1.521 0.448 기각

(1-2)통제 치        → 신성 0.221 2.104 0.023 채택

(1-2)통제 치        → 진취성 0.287 2.943 0.017 채택

(1-2)통제 치        → 험감수성 -0.183 -1.464 0.149 기각

(1-3)창의성          → 신성 0.331 2.273 0.029 채택

(1-3)창의성          → 진취성 0.347 2.294 0.021 채택

(1-3)창의성          → 험감수성 0.219 3.245 0.045 채택

H2

(2-1)경쟁강도        → 신성 0.049 1.649 0.537 기각

(2-1)경쟁강도        → 진취성 0.012 1.942 0.672 기각

(2-1)경쟁강도        → 험감수성 -0.018 -1.427 0.246 기각

(2-2)업종성장률      → 신성 0.369 2.954 *** 채택

(2-2)업종성장률      → 진취성 0.012 2.191 0.047 채택

(2-2)업종성장률      → 험감수성 0.149 2.519 0.031 채택

H3

(3-1)FC창업 사회 인식→ 신성 0.313 2.485 0.015 채택

(3-1)FC창업 사회 인식→ 진취성 0.295 2.389 0.028 채택

(3-1)FC창업 사회 인식→ 험감수성 0.040 1.950 0.621 기각

(3-2)FC창업 지원세력 → 신성 0.310 2.194 0.031 채택

(3-2)FC창업 지원세력 → 진취성 0.342 3.081 0.017 채택

(3-2)FC창업 지원세력 → 험감수성 0.201 2.981 0.044 채택

H4

(4-1) 신성          → 재무 성과 0.349 2.361 *** 채택

(4-1)진취성          → 재무 성과 0.310 2.048 0.021 채택

(4-1) 험감수성      → 재무 성과 0.204 2.995 0.035 채택

(4-2) 신성          → 비재무 성과 0.454 2.361 0.003 채택

(4-2)진취성          → 비재무 성과 0.351 4.810 *** 채택

(4-2) 험감수성      → 비재무 성과 0.329 3.065 0.047 채택

※ ***는 0.001 이하

<표 4> 연구모형 가설 검증

험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업종성장률은 신성, 진취성, 

험감수성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강도가 신성, 

진취성, 험감수성에 부(-)의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셋째, 

랜차이즈 창업 지원세력은 신성, 진취성, 

험감수성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랜차이즈 창업

에 한 사회  인식은 신성, 진취성에는 

정(+)의 향을 미쳤으나 험감수성에는 

향을 미치지 못했다. 넷째, 신성, 진취

성, 험감수성은 모두 재무  성과와 비재

무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 진취성, 험감수성은 모

두 재무  성과보다 비재무  성과에 미치

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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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시사   연구공헌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욕구, 통제 치, 창의성이 모두 가맹본

부 CEO의 신성, 진취성에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은 기업 CEO

의 기업가정신에 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

가 랜차이즈 기업 CEO에도 동일하게 나

타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성취욕구, 통제 치는 험감수성에 

향을 미치지 못하고 창의성만이 험감수성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은 랜

차이즈 CEO들은 성취욕구가 높다 하더라

도 험을 무릅쓰려는 의사는 별로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랜차

이즈 산업에는 세기업이 많아 실패에 따

른 손실을 감내하고 이를 재기의 발 으로 

삼을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CEO들이 

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 내  통제 치가 높은 CEO는 기업이 

실패하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  험이 높고 망이 

불투명한 사업 확장은 꺼리는 것으로 단

된다. 이는 국내 랜차이즈 산업이 외식업 

등 성이 높은 아이템에 지나치게 편

되어 있고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변화를 

반 하는 새로운 서비스 업종 개발에 주

하는  업계 분 기와 무 하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과감

하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사업화

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

부나 융권 등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다. 정부가 직  해외 유망 사업 아이템을 

조사, 발굴해 가맹본부에 제공해 주는 방안 

등도 바람직하다.

둘째, 업종성장률이 신성, 진취성, 험

감수성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것은 건설업 등과 같이 성장세가 

높은 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이 높게 나타난다

는 Krasniqi(200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강도가 신성, 진

취성, 험감수성에 모두 향을 미치지 못

한 것은 국내 랜차이즈 산업이 업종을 불

문하고 부분 완 경쟁시장에 노출되어 있

어 경쟁강도의 차이가 기업가정신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국내 랜차이즈 산업은 우리보다 

산업 규모가 크지만 이미 성숙기에 있는 미

국, 일본에 비해 성장 속도도 빠르기 때문

에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과 세계 시장을 

양분하는 랜차이즈 강 국으로 성장할 것

이라 망하는 문가들도 많다. 2010년 10

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0 APFC․WFC 

서울총회(2010 Asia Pacific Franchise 

Confederation & World Franchise Council 

Seoul Meeting)’도 국내 랜차이즈 산업의 

국제  상을 한 단계 격상시킬 것으로 

망된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과 잠재력은 기

업가정신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다고 

단된다.

셋째, 랜차이즈 창업 지원세력은 신

성, 진취성, 험감수성에 모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은 윤방섭(200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랜차이

즈 산업을 육성하기 한 정부의 지원정책

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재 정부는 2012년까지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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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개 이상의 랜드를 100개 이상 육성하

고, 로벌 100  랜드에 국내 랜드를 

3개 이상 진입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

고 있다. 소기업청은 가맹본부의 수 별 

평가를 통해 각 가맹본부의 형편에 따라 맞

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고, 농림수산식

품부는 외식 랜차이즈 기업을 심으로 

가맹본부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

안을 마련 이다. 이러한 정부의 극 인 

육성 의지는 기존 가맹본부 CEO와 가맹본

부를 설립하려는 창업자들로 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매제가 될 것이

다. 그러나 랜차이즈 창업에 한 사회  

인식이 신성, 진취성에는 정(+)의 향을 

미쳤으나 험감수성에는 향을 미치지 못

한 것은 국내 랜차이즈 창업에 한 인식

이 좋다고 해서 험을 감수할 의사가 높아

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맹본부 CEO들은 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사회 으

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 업 실패율을 

낮추고 랜차이즈에 한 부정 인 인식을 

불식시켜야 사회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졸속 가맹본

부의 난립과 이로 인한 가맹  실패가 국내 

랜차이즈 산업에 한 부정 인 인식의 

원인임을 가맹본부 CEO들이 스스로 인식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해석된다. 

넷째, 신성, 진취성, 험감수성이 모두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가정신이 기업 성과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

(Peters and Waterman 1982, Schollhammer 

1982, Gartner 1985, Covin and Slevin 

1991, Zahra 1993, Brazeal 1993, Hornsby 

et al. 1993, 박노윤 2000, 구언회 2006)의 

결과가 랜차이즈 분야에서도 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CEO의 기업가정신이 비재무  성과에 미

치는 향이 크다는 에 주목할 만하다. 

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 가맹 , 소비

자 3자간의 유기 인 함수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주체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공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기업가정신이 높은 

CEO들은 이러한 랜차이즈 사업의 본질

을 이해하고, 가맹본부 임직원, 가맹 주, 

소비자 등 모든 참여자들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함으로써 기업 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반 하고 있는 비재무  성과를 높일 수 있

는 것으로 단된다. 한 재무  성과는 

단기  성과, 비재무  성과는 장기  성장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가정신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장 잠재력에 더 

큰 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맥상

통하는 결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

다. 첫째, 기업가정신에 한 기존 분석틀을 

랜차이즈 분야에 용함과 동시에 기존 

분석틀에 랜차이즈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추가 으로 반 함으로써 기업가정신 연구 

역을 확 했다는 이다. 둘째, 국내 랜

차이즈 기업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조명하고, 그 

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가맹본부 CEO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이라는 이다. 셋째, 랜차이즈 산업

을 육성함으로써 자 업을 안정화하고 일자

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부에 기업가정신의 

요성을 지 하고 이를 함양하기 한 정

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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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향후 과

제를 가진다. 첫째, 국내 랜차이즈 산업은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업종별로 가맹본부 CEO의 기업

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의 

편의상 업종별 구분 없이 연구를 진행하

다. 향후 업종별 구분을 반 한 연구가 이

루어지기를 기 한다. 

둘째, 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의 성

과뿐만 아니라 가맹 의 성과와 가맹본부와 

가맹 간의 계도 요하다. 향후 이러한 

을 감안해 성과변수에 가맹 의 성과나 

가맹본부와 가맹 간의 계의 질 등도 포

함시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셋째, 본 연구는 CEO의 개인  특성  

심리  특성에 을 맞췄다. 향후 CEO의 

성별, 학력, 창업경험, 부모역할모델 등 

CEO의 배경  특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거나 이 특성들의 조 효

과를 살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분석이 추가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랜차이즈 

기업들이 부분 세, 소기업이라는 

을 반 , CEO 개인의 기업가정신에 을 

맞췄다. 최근 랜차이즈 분야에서 견기

업  기업의 랜차이즈 진출, 국내 

랜드의 해외진출, 가맹본부와 가맹 간의 

상생 등이 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

큼, 이와 련해 조직 기업가정신, 국제 기

업가정신, 사회  기업가정신 등에 한 연

구가 랜차이즈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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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as dependent variables. And to analyze this study model, this study 

collected questionnaires from 152 franchisors' CEOs, and uses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the result, 'CEO's Entrepreneurship' influenced on both 'Franchisor's Financial 

Performance' and 'Franchisor's Non Financi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some guides for franchisor's CEO and government policies. 

Key Words : Franchisor‘s CEO,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Risk- 

Taking, Performance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Entrepreneurship, Chung-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Commerce,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Food Service and Agro-Fishery Management, Kyung Hee Cyber University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의 기업가정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113

Ⅰ. Introduction

  

Generally, 'Entrepreneurship' means spirit or activity seeking new value by 

challenging boldly the uncertainty. It needs specially in the industry in which companies 

should keep competitive advantage by innovation and adaptability. 

Franchise industry concerned with distribution industry also needs entrepreneurship. 

As franchise industry consist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entrepreneurship of 

franchisor's CEO is important for the franchisor's performance and long term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entrepreneurship of franchisor's CEO, and the effect of the CEO's entrepreneurship on 

franchisor's performa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 CEO'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arket characteristics, and social-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s 

independent variables, CEO's entrepreneurship as parameter variables, and franchisor's 

performance as dependent variables. 

Ⅱ. Literature Review

There are many researches studying on entrepreneurship. Schumpeter(1934) explained 

that ‘Entrepreneur’ is an innovator leading economic development by ‘Creative 

Destruction’. 

Early studies on entrepreneurship focused mainly on the ‘Entrepreneur’ or company 

CEO's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se include 'Need for achievement’, ‘Locus of 

Control’, and ‘Creativity’ as perso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Now thes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considered as the previous factors influencing on 

individual entrepreneurship rather than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itself. Because 

after Miller(1983), entrepreneurship has been recognized as some ‘entrepreneur's activity’ 

or ‘entrepreneur's capability’ rather than ‘entrepreneur's psychological status’. 

Now a days, not only ‘Individual Entrepreneurship’, but ‘Corporate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ntrepreneurship’ are important issue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area. But this study tries to focus on the CEO's individual 

entrepreneurship, for almost of domestic franchisors are small or medium company, 

franchisor CEO's personal characteristics, values, and capability are critical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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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s organizational culture and long term success. 

And market characteristics and social-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re also considered 

as an other previous factors influencing on individual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is consist of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and ‘Risk-Taking’. And these three 

dimension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gives an positive influence on the company. Especially, in franchise 

industry, the entrepreneurship of franchisor's CEO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franchisor's performance. But there are quite a few researches studying on franchisor 

CEO's entrepreneurship. This study focused on the franchisor CEO's entrepreneurship 

and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and the effects of CEO's entrepreneurship. 

Ⅲ. Study model 

This study designed a study model shown as <Figure 1>. This study set CEO'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arket characteristics, and social-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s independent variables. CEO'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consist 

of 'Need for achievement’, ‘Locus of Control’, and ‘Creativity’. Market characteristics are 

consist of ‘Level of Competition’ and ‘Industry Growth Rate’. Social-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re consist of ‘Social Reputation on Entrepreneur and Franchise Business 

Start-up’ and ‘Supporting Group for Franchise Business Start-up’. CEO's 

entrepreneurship as parameter variables is consist of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and ‘Risk-Taking’. And franchisor's performance as dependent variables is consist of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 Financial Performance’. To analyze this study model, 

this study collected questionnaires from 152 franchisors' CEOs, and uses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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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Ⅳ. Study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hown in the bellow <Table 1>. As shown in the table, 

‘Need for achievement’, ‘Locus of Control’, and ‘Creativity’ as CEO'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fluenced on ‘CEO's Entrepreneurship’ partially. ‘Industry Growth Rate’ 

as market characteristics influenced on ‘CEO's Entrepreneurship’ partially, but ‘Level of 

Competition’ as market characteristics didn't influenced on ‘CEO's Entrepreneurship’. 

‘Social Reputation on Franchise Business Start-up’ and ‘Supporting Group for Franchise 

Business Start-up’ as social-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ed on ‘CEO's 

Entrepreneurship’ partially. And ‘CEO's Entrepreneurship’ influenced on both 

‘Franchisor's Financial Performance’ and ‘Franchisor's Non 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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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es
Standardized

Coefficient
C.R. p Results

H1

(1-1)Need for achievement

    → Innovativeness
0.269 2.361 0.014 Supported

(1-1)Need for achievement        

    → Proactiveness
0.243 2.482 0.020 Supported

(1-1)Need for achievement        

    → Risk-Taking
0.013 1.521 0.448 Rejected

(1-2)Locus of Control        

    →  Innovativeness
0.221 2.104 0.023 Supported

(1-2)Locus of Control        

    → Proactiveness
0.287 2.943 0.017 Supported

(1-2)Locus of Control        

    → Risk-Taking
-0.183 -1.464 0.149 Rejected

(1-3)Creativity          

    → Innovativeness
0.331 2.273 0.029 Supported

(1-3)Creativity          

    → Proactiveness
0.347 2.294 0.021 Supported

(1-3)Creativity          

    → Risk-Taking
0.219 3.245 0.045 Supported

H2

(2-1)Level of Competition        

    → Innovativeness
0.049 1.649 0.537 Rejected

(2-1)Level of Competition        

    → Proactiveness
0.012 1.942 0.672 Rejected

(2-1)Level of Competition        

    → Risk-Taking
-0.018 -1.427 0.246 Rejected

(2-2)Industry Growth Rate      

    → Innovativeness
0.369 2.954 *** Supported

(2-2)Industry Growth Rate      

    → Proactiveness
0.012 2.191 0.047 Supported

(2-2)Industry Growth Rate      

    → Risk-Taking
0.149 2.519 0.031 Supported

H3

(3-1)Social Reputation

    → Innovativeness
0.313 2.485 0.015 Supported

(3-1)Social Reputation

    → Proactiveness
0.295 2.389 0.028 Supported

(3-1)Social Reputation

    → Risk-Taking
0.040 1.950 0.621 Rejected

(3-2)Supporting Group 

    → Innovativeness
0.310 2.194 0.031 Supported

<Table 1> Resul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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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Supporting Group 

    → Proactiveness
0.342 3.081 0.017 Supported

(3-2)Supporting Group 

    → Risk-Taking
0.201 2.981 0.044 Supported

H4

(4-1) Innovativeness          

    → Financial Performance
0.349 2.361 *** Supported

(4-1)Proactiveness          

    → Financial Performance
0.310 2.048 0.021 Supported

(4-1)Risk-Taking      

    → Financial Performance
0.204 2.995 0.035 Supported

(4-2)Innovativeness          

    → Non Financial Performance
0.454 2.361 0.003 Supported

(4-2)Proactiveness          

    → Financial Performance
0.351 4.810 *** Supported

(4-2)Risk-Taking      

    → Non Financial Performance
0.329 3.065 0.047 Supported

Ⅴ.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 some guides for franchisor's CEO and government policies. First, 

franchisor's CEO need to inbreathe entrepreneurship for his company's performance and 

long term success. In the domestic franchise business environment in which all the 

businesses are competing one another and consumer's needs are various and changing 

fast, franchisors should always innovate their goods/services and explore new market. 

Second, Government need to provide various kinds of supports to franchisors for their 

success. These supports may include financial support, R&D investment support, 

employment support, educational support and so on. Recently,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franchise industry, and announced lots of franchise 

industry supporting plans. This study proposes that government need to focus on the 

support policies inducing franchisor's CEOs to promote their own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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