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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팀의 다양성이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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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국내외 창업 교육 및 창업 현장에 있어 창업자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다.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에서 팀의 

구성에 따라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팀은 창업 초기에 빠르게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창업팀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등 

사회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창업가(entrepreneur) 중심에서 창업팀(entrepreneurial team) 단위의 연구로 흐름이 변화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 연구에 있어 창업팀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로 해외의 연구 결과

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의 창업환경에 맞는 창업팀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은 창업팀이라는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있

다는 점, 시간의 부족을 겪고 있는 창업 팀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를 끌어내기 어려운 점 등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팀의 특성 중 학습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기 위해 창업팀의 지각된 다양성과 그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팀원들의 지각된 사회범주 다양성과 지각된 정보다양성이 높을수록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

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보 다양성과 가치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좋을수록 자발적인 학습 행동이 더 많이 발생했다. 

셋째, 단순히 다양한 사람들을 섞어 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로만은 학습 행동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지각된 사회범주다양성

은 정보다양성의 수용태도를 매개로 자발적인 학습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정보다양성은 정보다양성과 가치다양성 수용태

도를 매개로 학습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팀은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하여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며 창업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연구

는 이러한 팀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향 후 창업팀의 육성과 지원 시 팀의 구성원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팀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창업자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창업이 확산되고 있다. 창

업 교육 및 창업 현장에 있어 창업자 개인이 아닌 팀 단

위의 역량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에서 

팀의 구성에 따라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팀은 창업 초기

에 빠르게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이자 시너지를 낼 수 있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창업팀의 활동을 통해 구성

원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등 사회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창업가 (entrepreneur) 

중심에서 창업팀 (entrepreneurial team) 단위의 연구로 흐름

이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더욱이 국내 연구에 있어 창업팀에 대한 연구는 초

기 단계로 해외의 연구 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의 창

업환경에 맞는 창업팀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은 창업팀이라는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있다는 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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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부족을 겪고 있는 창업 팀원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

를 끌어내기 어려운 점 등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들의 역량을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것은 창업생태

계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전혜진 & 박재환, 2015). 이에 

우리는 창업팀 내의 구성원 개인들이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박재환 & 안태욱(2016)은 창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 했을 때 창업인프라 활용이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

럼 향 후 성과를 위한 초기 단계로 자발적인 학습행동은 

주요한 역할을 한다. Ely & Thomas(2001)는 통합– 학습의 

관점 (integration-learning perspective)을 이야기 하며 다양성

이 학습행동에 영향을 주는 점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사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팀 내 다양성

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Wright & Vanaelst,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팀의 경제적 성과를 내기위한 

초기 단계에 집중하여 창업팀의 특성 중 학습 행동을 유

발하는 요인으로서 창업팀의 다양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지각된 다양성과 그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에 관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팀

2.2.1 창업팀의 개념 및 특성

창업팀 (entrepreneurial team)은 새로운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모인 두 명 이상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McGee et 
al., 1995)을 의미한다. 새로운 벤처들은 흔히 개인 창업자

보다 창업가적 팀에 의해 시작(Schjoedt et al., 2013)하고 

있으며 혼자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팀을 만들어 

팀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

라 개인이 아닌 팀 단위의 신청을 받는 창업지원 사업들

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흐름과 맞물려 창업팀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Entrepreneurial team”, “Venture team”, “Start up team”, 
“Founding team”, “venture top management team” 등의 표현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Jin et al.(2017)은 “Entrepreneurial 
team” 외에 “new venture team”. “venture team”, “venture top 
management team”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연구를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적인 특성이 강한 팀일수록 

성과가 좋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창업팀은 최고경영팀 (Top manegement team)으로 발전하

는 선상에 존재한다. Konstantin & Dodo, 2012)는 다음 그

림과 같이 아이디어형성–>팀 조직–>회사 설립 팀–>창업가

적 경영팀–>최고경영팀의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그림 1> 경영팀 발전 과정 (Konstantin Maschke &Dodo
zu Knyphausen-Aufseß, 2012)

창업팀의 장점은 기술, 지식, 특성 및 경험의 다양성과 

보완성에서 나온다(Chowdhury, 2005)

2.2. 다양성

2.2.1 다양성의 개념 및 분류

다양성 (diversity)은 간단히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모든 종류의 차이를 말한다(Begeç, 2013). 다양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국적, 인종, 성별의 사람들이 함께 하

게 되면서 1980년대 미국의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

기 시작((Osterman, 2008; Edelman et al., 2001)하여 1990년

대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Begeç, 2013).

<그림 2> 다양성의 분류 및 영향

<그림 2> 와 같이 다양성은 객관적인 다양성과 주관적인 

다양성으로 나누기도하고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것으

로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성은 정보결정관점

과 의사결정관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범주화 

관점과 유사성매력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초기에는 인구통계학적인 사회범주 다양성((Jehn et al., 

1999)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정보다양성(Zhou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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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가치다양성(Tropp et al., 2006)등으로 그 연구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초기에는 다양성보다는 이질성 

(heterogeneity), 비유사성 (dissimilarity)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 최근 연구에서는 이들과는 다른 특성으로 다양성을 보

고 연구를 하고 있다. Jin et al.,(2017)은 기존의 52개의 창

업팀 연구를 분석하여 창업팀의 다양성이 창업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리콘 밸리를 중

심으로 수백 개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12년 진행된 

Startup Genome Project (“SGP”)에서는 기술에 강점을 가진 

창업자 한 명과 비즈니스에 강점을 가진 창업자 한 명으

로 구성된 균형형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액이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30% 컸으며, 사용자 증가율은 2.9 배 높았으

며, 성급한 확장의 비율은 19% 낮게 나타(이은세, 2012)나
며 다양성의 중요성을 확인한바 있다. 하지만 다양성의 성

과는 긍정적, 부정적, 유의하지 않음 등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Webber & Donahye, 2001).  이질성 유전자는 팀 

구성원들 간의 관계 갈등을 야기하여 성과를 낮추기도 한

다(Amason & Sapienza, 1997).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은 결

과는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특정한 조건을 찾는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Nielsen 2010) 

2.2.2 지각된 다양성과 다양성 수용도

지각된 다양성은 한 영역이나 그룹이 다른 사회적 범주

와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주관

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이다(Piekut & Valentine, 2016). 
Harrison & Klein(2007) 은 주관적 다양성이 더 독특하고 

근접한 설명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Van Dick et 
al.(2008)는 주관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고려하는 

연구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지각된 다양성은 단순히 다양한 것을 주관적으로 인지하

고 있는 것이라면 다양성 수용도는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

한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관심을 보였으

며 팀의 태도 (diversity attitude/ Sawyerr at el., 2005), 다양

성 기후 (diversity climate / Cachat‐Rosset et al.,2017, McKay 
at el.,2015), 다양성 민감도 (Diversity-Sensitive /Jeong, H. et 
al., 2016), 다양성 믿음 (diversity beliefs/ Van Dick et al., 
2008)등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3. 학습행동

개인이 아닌 팀으로서의 학습행동을 Van den Bossche 등

(2011)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팀 구성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팀 구성원 상호 간에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

완하고 구체화 하거나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행동  

뿐만아니라 팀 내 의견 차이를 다루거나 논평을 하는 행

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팀 구성원들의 학습행동은 팀 창의

성과 같은 팀 활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발적인 학습행동은 문제해결능력

을 상승시키고 혁신을 이끌어내기도 하며(김지영 & 전병

훈, 2017) 창업가의 역량중의 하나로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이다(Ahmad et al., 2010).

Ⅲ.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가설

Wit & Greer(2009)는 다양성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

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어 그 사이에 들어가는 

Black-Box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ly와 

Thomas(2001)는 학습 자원으로서의 다양성에 대한 관점이 

공정성과 차별에 초점을 둔 관점보다 성과 이익에 더 도

움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을 받아들

이는 것은 단순히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에 의미를 뛰어넘

는 중요한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팀의 지각된 다양성이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보다는 창업팀 구성원들의 수용태도를 거쳐야 

학습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각된 다양성과 다양성 수용태도

의 세부요소로 사회범주 다양성, 정보다양성, 가치다양성 

세 가지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3>과 같이 구성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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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조사 방법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창업팀의 지각된 

다양성은 ”창업을 위해 모인 구성원의 사회범주적 특성, 
정보 및 가지관의 다름을 지각하고 있는 정도”로 창업팀

의 다양성 수용태도는 “ 창업을 위해 모인 구성원의 사회

범주적 특성, 정보 및 가치관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

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학습행동은 “ 창업팀 구성원

이 자발적으로 구성원들과 교류를 통해 배우고 발전해나

가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의 7년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Likert 7점 척도를 활용하

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162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불

성실 응답자 9부를 제외한 153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설문의 항목은 Zhou(2013), Zhou & Rogoff (2015 
)등이 연구에 사용한 다양성에 관한 질문과 Wong & 
Cheung (2008), Wong et al.(2009)등의 학습행동에 관한 질

문으로 구성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

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0.851, 0.798, 
0.811, 0.941, 0.936, 0.892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해 0.7이하로 나타난 지각된 정보다양성에

서는 1문항, 지각된 사회범주다양성에서 2문항, 지각된 가

치다양성에서 3문항이 제외 되었으며 수용태도에 있어서

는 모든 문항이 빠짐없이 사용되었다. 

<표 1> 지각된 다양성 요인 분석

구성개념 측정변수
구성요소 Cronbac

h's
Alpha

AVE
1 2 3

지각된 
정보다양

성

Infor1 .792 .176 .084

0.851 0.627

Infor3 .779 .107 -.050

Infor6 .760 .154 .034

Infor2 .755 .004 .218

Infor5 .706 .208 .072

지각된 
사회범주
다양성

SocialCa5 .236 .818 .022

0.798 0.71SocialCa4 .155 .757 .068

SocialCa3 .221 .738 .049

지각된 
가치
다양성

Value2 -.040 .186 .786
0.811 0.824

Value1 .071 .295 .769

<표 2> 다양성 수용태도 요인 분석

구성개념 측정변수

구성요소 Cronbac
h's

Alpha
AVE

1 2 3

정보
다양성 
수용태도

InforAc1 .835 .216 .251

0.941 0.774

InforAc2 .830 .150 .180

InforAc4 .813 .149 .348

InforAc6 .811 .255 .329

InforAc3 .808 .227 .181

InforAc5 .758 .250 .351

사회범주
다양성
수용태도

SocialCaAc4 .187 .888 .226

0.936 0.797

SocialCaAc3 .224 .879 .086

SocialCaAc5 .240 .863 .184

SocialCaAc2 .150 .855 .196

SocialCaAc1 .222 .738 .308

가치
다양성 
수용태도

ValueAc1 .267 .169 .832

0.892 0.756
ValueAc2 .276 .117 .816

ValueAc3 .268 .259 .814

ValueAc4 .227 .246 .730

4.2 가설검증

<표 3> 분석 결과

Original
Sample

(O)

Sample
Mean (M)

Standard
Deviation
(STDEV)

T
Statistics
(|O/STDEV

|)

P Values

가치다양성 수용 ->
학습행동

0.31 0.317 0.081 3.809 0

지각된 가치다양성 ->
가치다양성 수용

0.111 0.109 0.077 1.444 0.151

지각된 가치다양성 ->
사회범주다양성수용

0.083 0.074 0.081 1.027 0.306

지각된 가치다양성 ->
정보다양성 수용

-0.042 -0.034 0.062 0.67 0.504

사회범주다양성수용 ->
학습행동

-0.04 -0.031 0.084 0.481 0.631

지각된 사회범주다양성 
-> 가치다양성 수용

-0.006 0.002 0.07 0.088 0.93

지각된 사회범주다양성 
-> 사회범주다양성수용

0.328 0.327 0.079 4.143 0

지각된 사회범주다양성 
-> 정보다양성 수용

-0.121 -0.121 0.049 2.449 0.015

정보다양성 수용 ->
학습행동

0.463 0.445 0.089 5.21 0

지각된 정보다양성 ->
가치다양성 수용

0.515 0.518 0.059 8.758 0

지각된 정보다양성 ->
사회범주다양성수용

0.26 0.265 0.075 3.483 0.001

지각된 정보다양성 ->
정보다양성 수용

0.741 0.744 0.045 16.317 0

Ⅴ.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창업팀의 다양성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양

면성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

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블랙박스를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성은 지각한 자체로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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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팀원들의 태도에 다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제적 성과로 가기 위한 중간 성과

인 학습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팀원들의 지각된 사회범주 다양성과 지각된 정보다

양성이 높을수록 다양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가치다양성은 그 어떤 수용태도도 높여

주지 못하여 팀 구성원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치

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다양성과 가치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좋

을수록 학습 행동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회범

주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 자체로는 학습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단순히 다양한 사람들을 섞어 팀을 구성하는 것 자

체로만은 학습 행동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사회

범주 다양성과 정보다양성은 정보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

를 매개로 학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범주의 다

양한 차이를 정보의 관점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팀은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하여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며 창업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연구는 이러한 팀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서 향 후 

창업팀의 육성과 지원 시 팀의 구성원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팀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의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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