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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창업자 특성이 마케팅 역량에 따른 창업 성과에 관한 연구이다. 창업자 특성, 마케팅 역량, 창업성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창업자 특성과 마케팅 역량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러
한 특성이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첫째, 창업자 
특성은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마케팅 역량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
으며, 셋째, 창업자 특성은 마케팅 역량에 따라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자 
특성과 마케팅 역량은 창업 성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창업자 특성은 마케팅 역량에 따라 창업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창업자들에게 성공 창업과 실패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적 이론과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에는 업종별, 개인적 특성으로 본 연구를 세분화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주제어 : 창업자, 창업자 특성, 마케팅 역량, 창업성과, 창업
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hip by marketing competenc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and their marketing 
competence, and examines the effects of these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influence on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Second, marketing competence affects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ird, it is fou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influence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ccording to marketing competence. Therefore,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and marketing competence affect the performance of 
entrepreneurship, an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influence the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according to marketing competence.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provide theory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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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 들어 국가 간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글

로벌경쟁이가속화되고, 전 세계경기침체속에우리나

라도 예외 없이 저성장 시대가 도래되어 취업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통

계학적근거로우리사회는점점더고령화사회로변화

해 가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기성세대들의 퇴직과 고용

없는경제성장등여러가지경기상황과실직및청년실

업등의사회적환경변화가크게증가하였다, 그로인해

실직 및 은퇴자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소규모 자본

창업을할수있는소상공인창업에관심을많이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짐에 따라 창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패확률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창업에 있어 중요한 창업자 특성

이마케팅역량에어떠한영향을미치고그결과창업성

과로 어떠한 인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창업

자의 특성과 마케팅역량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각

변수간 관계를 규명하여 창업자의 성공확률을 높이는데

전략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창업자의 개념
강순빈(2012)은 창업자는 창업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

해창업전사업시기를탐색, 인식, 습득하여아이디어를

시장가치성 있게 변환하고 이를 위해 자본과 시간, 노력

과기술을투자및습득하여위험과도전을감수하고운

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며 지휘, 통제를

하며체계적으로관리하는사람으로보았으며[1], 최재성

(2014)은 새로운부가가치창출을위해불확실한위험성

을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혁신과 도전, 개선 활동을 통

해지속적이고안정적인기업으로도약시키고자하는창

업자, 즉, 설립자(founder)와 소유주(owner)로 정의하고

있다[2].

그리고 창업준비가 잘 되어진 창업자들이 있다고 해

도 발전 가능한 사회적 환경, 안정적인 재무 상태 지원,

창업자들의 맞춤형 경험 등 창업자들이 있는 그 나라가

창업활동과 창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 창업문

화를 적극 지원해주지 않는다면안정적이고경쟁력 있는

창업자들을 배출하기 어렵다고 Lee와 Peterson(2000)은

주장하였으며[3], 장대성(2003)은 Lee와 Peterson(2000)의

연구에서함축하고있는중요한의미는성공적이고준비

가잘될창업자는스스로생겨나는것이아니라그러한

창업자가완성될수있도록문화적, 사회적환경속에서

교육을 통해 향상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았다[4].

2.2 창업자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Morgan and Hunt(1997)은 성공적인창업자가보편적

으로 가지는 특성으로 장기적인 시간에 따른 사업 방향

설정, 사업시점을잡아내는개성적인능력, 독특한노하

우, 정의에 대한 효용주의적 성향, 완전한 지휘, 통제를

위한요구, 대의에헌신하는성향, 주변인맥을활용하는

성향, 높은 능력을 활용하는 성향 등을 제시하였고[5],

Van de Ven, Hudson and Schroeder(1984)은 12개의 소

프트웨어 기업들의 분석을 통해서 창업자의 특성, 창업

당시와 창업 이후에 있어서의 경영관리과정 등을 주요

변수로구성하여그것들이성과에어떠한영향을주는가

에 실증 분석을 하였다[6].

또한 Sandberg and Hofer(1987)는 연구에서 창업자

성과를 세 가지 부문 변수 즉, 창업인의 특성, 사회 산업

구조, 창업자 전략 등으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 세가

지 부분의 변수가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검증

을 통해서 확인하였으며[7] 그 후에 구체적인 변수의 구

성은 다르지만 창업인의 특성, 전략, 산업구조의 맥락으

로 창업자의 성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되

었다. Saxe and Weitz(1982)는 창업자의 성과와 창업팀

의다양한기능경험들과창업인의경력특성에대해실

증적분석을하였으며[8], 강종구·정형권(2006)의 연구[9]

와 경종수·이보형(2010)의 연구에서는 창업자성공과 창

업자실패에대해영향을주는요인들을크게창업자특

성, 창업자전략, 운영관리, 사업자환경으로나누어서볼

수 있다고 보았고[10], 황보윤(2009)은 심리적 특성들 중

에서도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등을중요하다고보았다[11]. 따라서창업자특성

은 창업자의 창업 성공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창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ounder Characteristics on the Performance of Establishment by Marketing Capabil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61

업자의내외적특성은성공요인에밀접한관계가있다고

볼 수 있다.

2.3 마케팅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마케팅은기업가가시장의고객들에게유통을수행하

는 구체적인 일련의 목적과 경영활동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공과 더불어 경제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기업이외에비영리사회적인조직체들에게도해당

될수있으며, 창업사업체는자신이표적으로하는고객

들의욕구에적합한마케팅전략을추구함으로써사업체

의성과를향상시킬수있는것이다. 또한마케팅활동의

목적은 생산자, 구매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

시켜줌으로써 고객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긍극적으로는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고객

들이요구하는서비스나속성을파악하여욕구를충족시

키고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런측면에서볼때, 장수명(2011)은첫째, 마케팅전

략수행을기업의자원관점에서기업고유자원을대체

하기 어렵고, 복제하기 어렵고, 중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통제함으로써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 창의성

(Creativity)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았고[12], 황보윤

(2008)은 마케팅의전략적 수단으로는 제품(product), 유

통(place), 판매촉진(promotion), 가격(price)등의 계획과

관리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13].

또한 Vorhies and Morgan(2005)은 기존 문헌을 바탕

으로첫째는제품개발능력으로, 제품이나서비스를개발

하고관리할수있는능력이고, 둘째는최상의수익을고

객들로부터 얻게 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능력

이라고 보았고, 셋째는 고객들로부터 최상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것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관

리할 수 있는 유통능력이라 하였고, 넷째는 고객들의 가

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의 소

통능력 및 역량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섯째는 판매능력

으로, 고객의주문이나요구를받아낼수있는과정과관

련된능력이며, 여섯째는시장정보관리능력으로, 시장의

정보를 획득하고 시장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일곱째는 기업 자원을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시장에 최

적화 되도록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고 여덟째는

계획해서 수립된 마케팅 전략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마케팅 능력을 8가지 제시하였다[14].

이와 같이 마케팅 역량은 마케팅 구조 능력

(architectural marketing capabilities)을 마케팅 믹스 능

력을포함하여시장정보수집능력과마케팅전문능력, 마

케팅기획능력, 마케팅실행능력이라할수있고이능력

으로마케팅역량은마케팅구조능력이마케팅역량으로

작용하는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창업자의마케팅역

량보유정도에따라창업성과가달라지게나타나는요

인으로 볼 수 있다.

2.4 창업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성과는 여러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며 특히

창업성과는곧기업의경영결과로나타나는여러가지

산출물로써 기업 성과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임아름(2015)은 창업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

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창업자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정량적 성과인 재무적 성과는 창업

자가 창업 후 매년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기업 성장 지속성을 확인하였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 성과에 대해서 재무적 성

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3. 연구모형과 연구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창업자 특성에 따라 마케팅 역량과 창업성

과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창업자의

특성은 강종구·정형권(2006)의 연구와 경종수·이보형

(2010)의 연구, 황보윤(2009)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마케팅 역량과 창업 성과에 관해서는

Vorhies and Morgan(2005)의 연구와 임아름(2015)의 연

구를중심으로살펴보고다음과같은연구모형을설정하

고, 이를통해창업자의특성에따라마케팅역량과창업

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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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가설
3.2.1 창업자 특성과 창업성과
창업자의 특성 혹은 능력은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 연구인 최재성(2014)에서

도 창업자의특성은창업성과와관계가있는것으로보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특성을 심리적 특

성과 기술적 특성 등의 변수로 활용하여 창업성과와 어

떠한관계가있는지를규명하고자다음과같은연구가설

을 설정하였다.

H1: 창업자 특성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마케팅 역량과 창업 성과
창업자 개인의 마케팅 역량은 창업성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장수명(2011) 등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기획 능력과 마케팅 실행 능력등

을 변수로 활용하여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H2: 마케팅 역량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마케팅 역량의 조절 효과
기존 창업 성과와 관련해서 창업자 특성과 마케팅 역

량은 모두 창업 성과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창업자 특성에 따라 창업성과에 있어 마케팅 역

량이조절효과가있을것으로보고이를규명하고자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창업자 특성은 마케팅 역량에 따라 창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조사 대상
본연구는창업자특성은마케팅역량에따라창업성

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업을 하고

현재까지사업을유지하고있는창업자를대상으로 2017

년 6월 26일부터 2017년 7월 3일까지방문대면설문조사

를실시하였으며, 총 100명을 대상으로설문을 진행하였

으나 최종 분석에는 78부를 활용하였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창업자특성은 “창업자가창업을통해얻고자하는목

표를수립하고실행함에있어창업자가본질적으로갖추

고있는심리적, 관리적능력”으로정의하고, 측정변수로

는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의사소통 능력, 기술적 능력의

항목 등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창업 성과는 “창업

활동 후 얻게 되는 수익 혹은 효익”으로 정의하고, 측정

변수는재무적성과와비재무적성과의항목등 4개항목

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조절변수인 마케팅 역량은 “고객

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소비자를만족시킬수있는능

력”으로정의하고, 측정변수로는마케팅실행능력과마

케팅기획능력의측정항목등 4개항목으로측정하였다.

따라서각변수의조작적정의는선행연구를통해 본연

구의특성에맞게재조명하였으며, 리커트 7점척도를사

용하여 설문 문항을 측정하였다.

4.3 표본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사회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62명(79.5%), 여성은 16명(20.5%)로

확인되었으며, 연령은 40∼49세가 31명(39.7%), 30∼39세

가 24명(30.8%), 20∼29세가 8명(10.3%), 50∼59세가 12

명(15.4%), 60세 이상이 3명(3.8%)로 확인 되었다. 또한

사업기간으로는 1년 미만이 11명(14.1%), 1∼2년이 14명

(17.9%), 3∼5년이 26명(33.3%), 5년 이상이 20명(25.7%)

으로 확인 되었다.

Categories Frequency(%)

Gender
Male 62(79.5%)
Female 16(20.5%)

Age

20∼29 8(10.3%)
30∼39 24(30.8%)
40∼49 31(39.7%)
50∼59 12(15.4%)
60 over 3(3.8%)

period of
business

less than a year 11(14.1%)
1∼2 years 14(17.9%)
3∼5 years 26(33.3%)
5 or more years 20(25.7%)

Total 78(1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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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분석방법
본연구는 IBM SPSS 19.0을 활용하여빈도분석, 신뢰

성및타당성검증, 요인분석, 회귀분석등을통해실시하

였다.

5. 연구 결과
5.1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계수로

신뢰도 측정하였으며, 신뢰성은 모두 0.8 이상으로 측정

항목들은 신뢰할 만한 수준에 있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각 설문문항의 변

수들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으며 상관관

계행렬분석등을통해세부요인들을확인해본결과유

의한수준에있는것으로통계적으로확인되어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Construct
Factor
loading

KMO
Bartlett.
Test of
Sphericity

Cronba
ch’s
Alpha

Fonder
Characteristics

1 .882

.943 8534.328 .824
2 .831
3 .828
4 .817
5 .803

Marketing
Capability

1 .869

.889 6841.531 .815
2 .855
3 .836
4 .811

Entrepreneurial
Performance

1 .878

.830 2370.380 .806
2 .838
3 .829
4 .817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5.2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 특성이 마케팅 역량에 따라 창

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SPSS19.0을 활용하여회귀분석과조절변수확인을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5.2.1 H 1의 검증
H 1은 창업자 특성이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창업자 특성은 창업성과에 있

어 유의 확률이 .000으로 유의 수준 내에 있으므로 신뢰

할 수 있었으며, 회귀계수는 .436으로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창업자 특성에 따라

창업성과에변화가오는것으로볼수있어 H1은채택되

었다.

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
regession weight

Standard
regession
weight

t P

B SEM B
Constant .011 0.34 .235 .000***

Fonder
Characteristic

s
.436 0.24 .507 18.482 .000***

F=43.382 R2= .232 Adjusted R2= .289
*** P<0.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H1

5.2.2 H 2의 검증
H 2는 마케팅 역량은 창업자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마케팅 역량은 창업성과에

있어 유의 확률이 .000으로 유의 수준 내에 있으므로 신

뢰할수있었으며, 회귀계수는 .264로 정(+)의 영향을미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즉, 마케팅 역량에 따라

창업성과에변화가오는것으로볼수있어 H2는채택되

었다.

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
regession weight

Standard
regession
weight

t P

B SEM B
Constant 5.315 0.28 1.334 .000***

Ma r k e t i n g
Capability

.264 0.42 .218 6.347 .000***

F=40.284 R2= .147 Adjusted R2= .151
*** P<0.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H2

5.2.3 H 3의 검증
H 3은 창업자특성은마케팅역량에따라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해본결과 1단계, 2단계

에서모두유의확률이 .000으로유의수준내에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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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과와 마케팅 역량에 모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3단계에서마케팅역량을조절효과로측

정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이며, 각 단계별 R2을 확인한

결과 1단계 .165, 2단계 .196, 3단계 .206으로 지속적으로

변화 되어 설명력을 확보하고 있어 창업자 특성과 창업

성과에있어마케팅역량이조절효과가있는것으로 H3

는 채택 되었다. 즉, 창업자 특성이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마케팅 역량이 높을수록 창업 성과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창업자 특성이 마케팅 역량에 따라 창업성

과에어떠한영향이있는지살펴보고자선행연구를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사용해 가설을 검증하였으

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 특성은창업성과에정(+)의 영향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리적

특성은 창업 성과인 재무적 비재무적 측면에서 모두 영

향이 있는 것으로 성취 욕구, 위험 감수성, 의사소통 능

력, 기술적 능력이 높을수록 창업성과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창업자는 창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

스로 심리적인 것을 강화하고, 관리적 능력을 증대 시켜

야창업성과가증대될수있다. 이는기존논문보다구

체화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마케팅 역량은창업 성

과에정(+)의 영향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창업자

의 마케팅 실행능력과 마케팅 기획 능력이 우수할수록

창업성과가높아지는것을의미한다. 즉, 시장을 분석하

고, 그에따른마케팅전략을수립하고, 계획된마케팅관

련 활동을 추진력 있게 실행해야 창업 성과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업자는 마케팅 관련 교육과 자문을

통해마케팅역량을강화시켜야창업성과가높아질수

있는것이다. 셋째, 창업자특성은마케팅역량에따라창

업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창업자가 창업

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창업자특성뿐만아니라마

케팅역량강화에도노력을해야창업상과가증대될수

있음을의미하는데기존논문에서는창업자의특성과마

케팅역량간의관계가창업성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

지에대한복합적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점에서본논

문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창업자는 본인의 자질적인 부분과 외부 자문

및교육을통해관리적특성과마케팅역량을강화시켜

야 창업 성과가 증대 될 수 있는데, 창업 관련 기관에서

는 관리적 특성과 마케팅역량 관련 교육과 전문가 매칭,

지원사업등을실행함으로써창업자의성공확률을높일

수 있고, 창업자 스스로도 이러한 부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강화시킴으로써 창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창업자 특성과

마케팅 역량에 대한 특성을 개인적 특성으로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구분할 필

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각각 업종별로 창업자 특성과 마

케팅 역량이 다를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하여창업을준비하고창업중인창업자에게어

떠한요인들이중요한지를자료로제공해서이들을창업

성과로 연결되게 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보다 더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 regession

weight
Standard regession

weight t F R2 P
B SEM B

1
Constant .004 .044 .124

166.587 .165
.000***

Fonder Characteristics .432 .043 .394 14.108 .000***

2
Constant .020 .042 0.93

96.334 .196
.000***

Fonder Characteristics .380 .044 .319 8,634 .000***

Marketing Capability .189 .044 .178 6.315 .000***

3

Constant .023 .043 .855

67.948 .206

.000***

Fonder Characteristics .410 .044 .332 9.791 .000***

Marketing Capability .162 .045 .171 4.879 .000***

Fonder Characteristic *
Marketing Capability

.097 .045 .089 3.769 .000***

*** P<0.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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