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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청년 창업에 대해 경영성과 요인을 분석하고 청년 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역량, 창업 환경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중인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159명의 표본자료를 SPSS 25.0와 Smart PLS 2.0을 활용, 통계
처리하여 빈도분석과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인 도전정신과 창업역량, 시장특성은 흡
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며,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는 재무적 경영성과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청년상인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상인의 개인특성과 창업역량, 조직네
트워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자 한다.
주제어 : 도전정신, 흡수역량, 네트워크, 청년창업, 경영성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business performance factors for young startup, one of the solutions to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and explored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capability,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young entrepreneurs on business performance. The study targets young 
traders operating in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streets nationwide. The 159 sampl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5.0 and Smart PLS 2.0 for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The Entrepreneu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challenge spirit, start-up capability, and 
market characteristics affect absorptive capacity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 And absorptive 
capacity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 affect financial and non-financial business performa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young traders need to reinforce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start-up 
capability,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in order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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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수출 주도 

위주의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심각한 경제 불균형과 
양극화로 서민 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
움이 지속되고 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채산성을 맞추
지 못하고 수익성 악화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가
정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
다. 또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침
체 속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만큼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이 고착화 되고 
있으며, 고용 불안과 실업률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과 
맞물려 일자리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실업률은 2000년대 
3%대에서 2019년도 현재 4.0%대로 급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청년 실업률도 2015년 9.1%에서 2019년 현재 
10.4%로 증가하였다. 청년 실업률의 경우 일반 실업률 
대비 2배가 넘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들의 일
자리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청년 실
업난이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
학력 사회 진입 등이 꼽히고 있으며, 정부는 2004년부터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을 제정하여 청년인턴제, 기업들
의 청년 채용 권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 각 지자체별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취·창업 정
책이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으나 일시적인 방안에 그치고 
있어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2].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 정신 교육, 청년 창업자 육성 및 지원 등 창업 활
성화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 그동안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 문제 해
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개선, 정체된 산업의 재도약
을 위한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업의 열기를 확산
하고 있다[1]. 아울러 정부는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창
업자를 육성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실업 문제 해결과 신
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창업은 국가

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가 차원
에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4]. 특히 일자리 창
출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자
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
를 가진 역량 있는 청년들의 창업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
이다[5]. 또한 창업에 있어 창업자의 역량과 더불어 중요
한 요소 중에 하나는 창업의 환경적인 요인이다. 창업 초
기 기업의 경영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6,7].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의 환경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7]. 특히 소규모 자
본의 소상공인들과 1인 창업자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
런 측면에서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은 창업기업의 경영성
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일반 기술·벤처 창업자들에 집중되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기술 사업화나 벤처 창업 연구와
는 달리 경영성과에 창업자의 역량이나 창업환경, 경영전
략 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점에서도 시장 
환경특성에 따른 기업성과의 구조적인 차이나 경영성과
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8]. 따라
서 소규모 자본의 청년 창업자들의 개인특성과 역량, 창
업환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창업자들의 성공 요인들
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상공인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전통시장 및 상
점가의 「청년상인 육성사업」 청년상인들을 대상으로 창
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역량, 창업환경이 창업자의 흡
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를 매개로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좀 더 세
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개인특성이 창업
자의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둘째, 창업환경이 창업자의 흡수역량과 조
직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창업자의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가 경영성과(재무적, 
비재무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흡수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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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역량은 새로운 지식에 대하여 가치를 인지하고,  

체화하여 이를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직
과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된다[9]. 흡수역량은 기업이 가
치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 전환,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인 변화와 유연성을 확보하려
는 동태 역량이다[10].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생
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동화, 응용해 
나가는 흡수역량이 필요하며,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적 역량이 중요하다[9]. 기업들은 탐색적 학습을 통해 
외부로부터 가치가 있는 지식을 인지하고, 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사업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지식을 활용
한다[11]. 흡수역량은 지식과 기술, 정보 같은 무형자산
이 중요시되고, 내‧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과 
혁신 활동이 강조되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 전략
의 성공은 전략의 수립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수립된 전
략에 적합한 지원 수단이 구성·운영 되어야 하며, 그 전
략에 적합한 역량, 즉 흡수역량이 구축 되어야 혁신적인 
성공에 이룰 수 있다[12]. 흡수역량이 높으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은 생존하고 성과 향상을 이룰 수 있다
[13]. 또한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흡수역량이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14]는 주장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15].

2.2 조직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지난 30여 년간 공공, 민간영역에서 새로

운 혁신적 방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안정된 
행위자 간의 관계로 모든 사회적 실체를 네트워크로 규
정[16,17]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는 다양한 조직들의 위
계적 배열이 아닌 수평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구조[18]로 
네트워크는 공통적으로 사람이나 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
의 관계에서 자원의 공유를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 간 연결이다. 조직 간 네트워크
는 자원의 가용성, 사회·경제적 요인, 조직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조건에서 시작된다[19].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
에 따르면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 형성은 자신의 경
계를 확장 시키고 지식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며, 기업
의 혁신과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0]. 조직 간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각 조직의 행위자가 중심이
고, 조직 간 관계는 협력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요즘과 같이 경영환경이 불확실하고 경쟁력 확보가 어려
운 상황에서는 외부로부터 불확실성을 공유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등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역량의 중요성이 점
차 증대되고 있다. 네트워크 역량은 타인 또는 타 기업과
의 연계를 통해 외부자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자원은 기
업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21]. 기업의 높
은 네트워크 역량은 기업의 가치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또는 다양한 능력을 외부로부터 획득하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22]. 또한 조직의 네트워크가 기업에게 
전략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기업은 집
단적 관계 속에서 혁신과 성과창출의 중요한 요소로 인
식되고 있다[23].

2.3 도전정신과 흡수역량, 조직네트워크 관계
도전정신은 개인이나 조직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험

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말한다[24]. 도전정신은 어
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성과와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관례를 깨고 창조적인 발상과 행동을 
하는 개인적 특성이다[25]. 도전정신은 과학기술정책연
구원의 정책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조성(혁신성), 리더십(자기 주도성), 가치 지향과 함께 
4가지 중요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세부 구성 요
소는 위험감수성향, 모호성에 대한 인내, 진취성(적극성), 
미래지향성 등을 선정하고 있다[24]. 도전정신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위험을 
극복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업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도전정신은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동화, 전환
하여 활용하는 흡수역량[10]에 조직의 학습지향성을 매
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도전정신은 경쟁
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지식을 획득하고, 
불확실성을 공유하는 혁신을 위한 조직의 네트워크 역량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21]. 이와 같이 도전정
신은 창업자의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다[10,21].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전
통시장 청년상인 대상 창업자에게 중요한 역량인 도전정
신이 창업자의 흡수역량 및 조직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였다.

H1. 창업자의 도전정신은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 창업자의 도전정신은 조직네트워크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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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창업역량과 흡수역량, 조직네트워크 관계
창업자의 역량은 기업 경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역량은 특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이나 기능, 가치, 태도이며 개인의 
긍정적인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으
로 정의하였다[26]. 일반적으로 기업가의 역량을 특정 직
무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
술, 능력으로 개념화하고 있다[27]. 특히 기업가 역량 중 
경영관리 역량과 기술적 전문성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은 경영
전략 및 조직구조 등 다른 변수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28].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적 전문성과 의사결정 능력, 전략적 마인드 등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7,28]. 특히 소상공인은 창업 초기 역
량이 경영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8,29]. 창업
자는 기존의 역량을 활성화하거나 새로운 역량을 강화시
킴으로써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다[30]. 또한 창업자의 
역량은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외부로부터 확보, 활용하는 흡수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13] 있으며, 부족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 관
계의 조직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조직 간 협력 관계 네트
워크는 창업자의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만 원하는 결과
를 창출해 낼 수 있다[20]. 이와 같이 창업자의 창업역량
은 창업자의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영성과에도 기여하고 있다[13,20]. 본 연
구에서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창업역량이 창업자의 흡
수역량 및 조직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3. 창업자의 창업역량은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4. 창업자의 창업역량은 조직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시장특성과 흡수역량, 조직네트워크 관계
기업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조직의 

역량을 기반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왔다. 빠른 환경 변화에
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수집‧분석하고, 니즈에 

맞는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 시켰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1996년 유통
산업의 개방과 기업형 슈퍼마켓 등 거대 유통기업의 출
현, 인터넷 보급과 온라인 쇼핑몰의 급속한 증가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
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31]. 그동
안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영세 상인들에게 고용의 기회
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중저가 상품의 구매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경제와 지역내 커뮤니티의 중심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 해왔다[32]. 정부에서는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
한 특별조치법」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정책들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
였다. 현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통시장의 주차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 경영
현대화 촉진, 특성화 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
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 지
원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34]. 이와 같이 그동안 추진되었던 전통시장
의 쇼핑 환경 개선과 상인들의 서비스 품질 및 경영환경
개선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환경 개선 요인들과 전통시장의 
시장특성(창업환경) 요인이 창업자의 흡수역량 및 조직
네트워크 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시장특성은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6. 시장특성은 조직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6 경영성과와 흡수역량, 조직네트워크 관계
경영성과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로 종합적인 조직의 성과와 활동을 평가하
는 수단이다[35]. 최근 기업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에서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흡수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조직의 흡수역량은 매출액과 시장점유율 등 재무성
과를 비롯해 제품, 품질, 혁신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6]. 또한 많은 기업들이 경영성과 향상과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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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조직간 협업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계
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직간 네트워크는 단순히 
존재만으로 성과가 창출되기 보다는 충분히 준비된 상황
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성과가 창출된다
[20]. 특히 규모가 작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은 협업적 네
트워크와 흡수역량은 필수이다[9]. 창업자는 기존의 역량
을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역량을 흡수하기 위한 네트워크
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다[30]. 또한 
창업자의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는 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12].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선
행연구를 기초로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의 흡수역량 및 조
직네트워크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7. 흡수역량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흡수역량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9. 조직네트워크는 재무적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0. 조직네트워크는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모형 설정 및 연구방법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역량, 창업환경이 
창업자의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를 매개로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Fig.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3.2.1 도전정신
도전정신은 불확실한 미래의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기 위해 도전하는 태도[24]로 “업
무 중　어려움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25]”으로 
정의하고, 선행연구 자료[25,37]를 기초로 도전정신의 측
정항목을 목표 설정 및 달성 행위, 적극적인 업무 수행 
능력, 업무 수행 성취도, 업무 몰입도 등 4개 항목으로 구
성하고 각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2 창업역량
창업자 창업역량은 다양한 시장 환경에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이며 개인이 바람직한 성과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26]”으로 정의하고, 선행
연구 자료[28,38]를 기초로 창업역량의 측정항목을 기술
의 전문성, 환경 변화의 대응능력, 문제해결능력, 계획 및 
목표 수립 능력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3 시장특성
전통시장은 옛날부터 영세 상인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중저가 상품의 구매 기회를 제
공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 등 다양한 공익
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32].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지원(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촉진 등)을 통해 쇼핑환경 
개선 및 이미지 개선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
다. 시장특성은 이러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촉진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물
[33]”로 정의하고, 선행연구 자료[32,33]를 기초로 시장
특성의 측정항목을 편리한 쇼핑 환경, 고객 편의시설, 쾌
적한 시장 환경, 제품 및 서비스 품질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4 흡수역량
흡수역량은 “탐색적 학습을 통해 가치가 있는 지식을 

외부로부터 인지하고, 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경
영성과를 달성하고자 지식을 활용하는 역량[11]”으로 정
의하고, 선행연구 자료[39]를 기초로 Table 1과 같이 흡
수역량의 측정항목을 고객과 시장의 요구 사항 파악,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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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지식과 정보의 분석 능력,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식
별 능력, 획득한 지식과 정보의 가공능력 등 4개의 항목
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5 조직네트워크
조직네트워크는 “다양한 자원들의 공유를 통해 긍정

적인 경영성과를 불러올 수 있는 조직 간 연결[19]”로 정
의하고, 선행연구 자료[40]를 기초로 조직네트워크의 측
정항목을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조직 간 교류 시간, 
조직 간 협력의 공감대 형성, 조직 간 협력의 신뢰감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3.2.6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 경영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로 종합적인 조직의 성과와 활동을 평가하
는 수단[35]”으로 정의하고, 선행연구 자료[41,42]를 기
초로 경영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
여 측정항목을 재무적 성과는 매출액, 수익률, 수익구조 
개선, 제품의 원가절감 등 4개 항목으로, 비재무적 성과

는 이미지 개선, 고객 재방문율, 고객만족도, 제품과 서비
스 품질 등 4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2.7 통제변수
창업자의 경영성과가 업종과 창업전 경력에 따라 차이

가 있다[1,5]고 분석한 선행연구 자료를 근거로 인구통계
학적 변수인 업종과 업종 경력을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
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몰에서 영업 중인 

청년 창업자(청년상인)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변
수별 측정 항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항
목을 7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설문서는 작성 후 1차 
Pilot 설문을 실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청년몰에서 영업 중인 청년
상인을 중심으로 230명에게 배포하여 163명이 응답하여 
4개의 불성실 응답 및 결측 설문을 제거하고, 159개의 
설문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 25.0를 활용

Latent
variables S urvey questions Related studies

Challenge 
Spirit

I always set challenging goals and act to achieve them.
I am gladly willing to find and perform other tasks besides the given tasks.
I accomplish my purpose to the end even when faced with difficulties in my work.
I can get involved with work even if it takes days or weeks to get it done.

J. H. Park.
[37]

Start-up 
Capability

I have sufficient skills and knowledge of business items.
I constantly identify and thoroughly analyze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I offer a solution to the problem even in complex situations.
I systematically formulate and implement a plan when I do something.

S. H. Yang et al.
[38]

Traditiona
l Market
Character

istic

Our market is equipped with convenient shopping environment such as convenient payment and delivery service.
Our market is well equipped with customer facilities such as parking lot and customer shelter.
Our market is equipped with a pleasant environment such as arcade and retirement facilities.
Our market has improved service quality such as merchant capabilities and store innovation.

D. H. Lee et al.
[33]

Absorptiv
e

Capacity

I can quickly identify customer and market requirements.
I can analyze the acquired knowledge an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urpose.
I can identify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I need.
I can process the acquired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my purposes.

J. H, Kim.
[39]

Interorga
nizational
Networks

I have organic partnerships with merchant organizations / local governments.
I have a lot of time to interact with merchant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I have a psychological consensus in working with merchant organizations / local governments.
I have confidence in working with merchant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J. H. Weon.
[40]

Financial
Performa

nce

Sales at the store (youth mall) is gradually increasing.
Net profit at the store (youth mall) is gradually improving.
The profit structure of the store (youth mall) is gradually improving
the store (youth mall) has reduced the cost of the product.

W. J. Yu.
[41]

Non-fina
ncial

Performa
nce

The awareness and image of the store (youth mall) is gradually improving.
The rate of returning customers at the store (youth mall) is gradually increasing.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the store (youth mall) is gradually improving.
The product and service quality of the store (youth mall) is gradually improving.

T. H. Ban. et al.
[42]

Table 1. Measurem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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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Smart PLS 2.0을 활용하여 설문의 통계 분석을 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 특성

조사대상 159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86명(54.1%), 여성 73명(45.9%)
이며, 업종 경력은 3년 미만이 101명(63.5%), 업종은 음
식업이 64명(40.3%), 매출액은 500만 원 미만이 90명
(56.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Category Frequen
cy

Percen
t

(%)
Cumulative 
Percent(%)

Gender male 86 54.1 54.1
female 73 45.9 100.0

Industry 
Career

below 1 year 57 35.8 35.8
1~3year 44 27.7 63.5
3~5year 24 15.1 78.6
5~7year 7 4.4 83.0
7~10year 13 8.2 91.2
over 10 year 14 8.8 100.0

Industry
Type

food 64 40.3 40.3
bakery 14 8.8 49.1
coffee/drink 8 5.0 54.1
handicraft 21 13.2 67.3
fashion 
accessories 10 6.3 73.6
retail/service 29 18.2 91.8
other 13 8.2 100.0

sales 
figures

below 2million 
won 36 22.6 22.6
2~5million won 54 34.0 56.6
5~10million won 43 27.0 83.6
10~20million won 16 10.1 93.7
above 20million 
won 10 6.3 10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의 측정 항목들이 연구 의도에 맞게 측정되었

는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측정변수의 크론바 알파 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
성이 있다고 판단[43]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들이 0.872 이상으로 조건을 충족하여 신뢰성이 확

보되었다. 또한 측정변수에 대한 수렴 타당성은 복합 신
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임계치가 0.7과 0.5
라고[44]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복합 신뢰도는 최소값이 
0.912이고, 평균분산추출값(AVE)은 최소값이 0.722이
상이므로 측정 모형의 수렴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부 분석내용은 Table 3과 같다.

Latent
Variables Items

Factor 
Loading

s
t-value Cronbac

h’s ɑ
Composi

te 
Reliabilit

y
AVE

Challenge 
Spirit

Challenge1
Challenge2
Challenge3
Challenge4

0.858
0.874
0.869
0.883

28.222
28.462
24.778
36.789

0.894 0.926 0.759

Start-up 
Capability

Capacity1
Capacity2
Capacity3
Capacity4

0.812
0.884
0.908
0.866

19.022
38.556
56.992
39.191

0.891 0.924 0.754

Traditional 
Market

Characteristi
c

Market1
Market2
Market3
Market4

0.766
0.845
0.901
0.881

14.936
26.096
50.719
41.607

0.872 0.912 0.722

Absorptive
Capacity

Absorptive1
Absorptive2
Absorptive3
Absorptive4

0.898
0.916
0.936
0.913

45.334
65.418
102.156
69.949

0.936 0.954 0.839

Interorganiza
tional

Networks

Networks1
Networks2
Networks3
Networks4

0.922
0.929
0.949
0.898

73.058
67.975
100.600
37.590

0.944 0.959 0.855

Financial
Performance

Financial1
Financial2
Financial3
Financial4

0.919
0.960
0.951
0.748

38.608
82.914
91.836
14.239

0.917 0.943 0.808

Non-financia
l

Performance

Non-financial1
Non-financial2
Non-financial3
Non-financial4

0.915
0.942
0.950
0.918

49.158
71.566
82.167
50.106

0.949 0.963 0.867

Table 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4.3 판별 타당성 분석
Table 4와 같이 판별 타당성 검증은 AVE(평균 분산 

추출 값) 제곱근 값과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검정하였다. 
각 측정변수의 AVE 제곱근 값은 종과 횡의 상관관계 값
보다 커야 판별 타당성이 존재하게 된다[45]. 판별 타당
성을 분석한 결과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상관
관계의 계수의 값들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 모형의 판별 타당성은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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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CS SC TM AC IN FP NP IC IT
CS 0.871
SC 0.646 0.868
TM 0.176 0.225 0.850
AC 0.597 0.701 0.280 0.916
IN 0.493 0.427 0.474 0.450 0.925
FP 0.219 0.342 0.294 0.345 0.329 0.899
NP 0.253 0.356 0.428 0.440 0.455 0.736 0.931
IC 0.056 0.145 -0.015 0.082 0.019 0.060 0.026 1.000
IT 0.003 0.108 0.175 0.115 0.040 0.204 0.217 0.105 1.000

Note
CS: Challenge Spirit, SC: Start-up Capability, 
TM: Traditional Market Characteristic, AC: Absorptive Capacity, 
IN: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FP: Financial Performance, 
NP: Non-financial Performance, IC: Industry Career, IT: Industry Type

Table 4. Discriminant feasibility analysis

4.4 가설 검증

Hypothe
ses Path name Path 

coefficient t-Value Test
Result

H1
H2

CS –> AC
CS –> IN

0.240**
0.353***

2.345
4.139

Accept
Accept

H3
H4

SC –> AC
SC –> IN

0.518***
0.112

5.697
1.193

Accept
Reject

H5
H6

TM –> AC
TM –> IN

0.121*
0.386***

2.094
5.905

Accept
Accept

H7
H8

AC –> FP
AC–> NF

0.225**
0.275**

2.481
2.732

Accept
Accept

H9
H10

IN –> FP
IN –> NP

0.222**
0.325***

2.713
4.260

Accept
Accept

*p<0.05, **p<0.01, ***p<0.001 

Table 5.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Table 5와 같이 본 연구 모형의 가설 검증 결과 창업
자의 도전정신과 흡수역량의 관계(H1)는 경로계수 
0.240, t-value 2.345로 채택되었으며, 도전정신과 조직
네트워크의 관계(H2)도 경로계수 0.353, t-value 4.139
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창업역량과 흡수역량의 관계(H3)
는 경로계수 0.518, t-value 5.697로 채택되었으나, 창
업역량과 조직네트워크의 관계(H4)는 경로계수 0.112, 
t-value 1.193으로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시장특성과 흡
수역량의 관계(H5)는 경로계수 0.121, t-value 2,094로 
채택되었고, 시장특성과 조직네트워크의 관계(H6) 또한 
경로계수 0.386, t-value 5.905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
로 흡수역량과 경영성과와의 관계(H7, H8)중 재무적 성
과는 경로계수 0.225, t-value 2.481로, 비재무적 성과

는 경로계수 0.275, t-value 2.732로 채택되었으며, 조
직네트워크와 경영성과와의 관계(H9, H10)에서 재무적 
성과는 경로계수 0.222, t-value 2,094로, 비재무적 성
과는 경로계수 0.325, t-value 4.260으로 채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전국 전통시장 청년몰에서 영업 중인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자 개인특성과 창업역량이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분석한 것으로 연구 
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적합성을 검토하여 각각의 가설
들을 검증하였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의 개인특성인 도전정신은 창업자의 흡수
역량과 조직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역량의 경우 창업자의 흡수역
량에는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으나, 조직네트워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상인
의 도전정신이 창업자 개인의 흡수역량과 상인 및 조직 
간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상인의 창업역량도 창업자 개인의 흡수역량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창업환경인 시장특
성은 창업자의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시장의 특성화 지원 사
업의 추진 성과 등이 창업자 개인의 흡수역량과 조직네
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창업자의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는 창업자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청년상인의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가 개
인특성(도전정신, 창업역량) 및 창업환경(시장특성)과 경
영성과 간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청년상인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상인의 개
인특성인 도전정신과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의 흡수
역량과 조직 간 네트워크를 더욱 제고시켜야 한다는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전통시장 청년몰의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역량, 창업환경이 창업자의 
흡수역량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흡수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중소 제조업이나 기술·벤처 기업에 적용되었고, 흡수역량
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흡수역량의 선행요인들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흡수역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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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요인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자에게 확장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창업자들의 생
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조직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또한 많은 
연구들이 산업 클러스터나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성과에 
적용되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네트워크가 소상공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1인 창업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
의 조직네트워크와 관련한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
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의 실무적 시
사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청년상인의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를 
제고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상인의 도전정신
과 창업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따라
서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들의 성과 향상을 위해 도전정
신 함양과 다양한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가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을 대상
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로 2015년도부터 시행된 청년상
인 육성사업이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향후 청년상인 육성 및 창업 지원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셋째, 청년상인들의 창업 점포가 전통시장 내에 위치
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의 물리적인 환경(고
객의 쇼핑 환경, 편의시설 등) 및 시장 상인들의 경영환
경(상인 역량, 서비스 품질, 상인 간 유기적인 협력 등)에 
대한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첫째,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로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추진된 지 3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한계는 있으나 정부 
지원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본 연구는 상당한 의의를 가
진다. 둘째, 청년몰 조성 사업이 전통시장 내 일정 규모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사업으로 창업 시 주요 요
인 중 하나인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 창
업환경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청년상인 육성사업
으로 전통시장에 창업하여 영업 중인 청년상인이 전국에 
630여 명으로 아직은 연구 대상이 많지 않아 전국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설문 확보에 한계
가 있었다.

향후 전통시장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과 역량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을 발굴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청년상인들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요인

으로 작용하는지 연구한다면 청년상인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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