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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대 격변기에 있다. 경기 위축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많은 기업과 가게 등 경제 주체들이 어려

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을 계획한다면 실패에 대한 많은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기에 더욱더 위험을 감수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기업가의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변수라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과, 창업할 때 기업가가 갖고 있는 창업실패두려움 그리고,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세 가지 하위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창업실패두려움도 재무적손실 두려움, 

심리적손실 두려움, 경력손실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변수들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

한 창업 상황에서 일종의 자신감이라 할 수 있는 창업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창업실패두려움과 창업의도관

계에서 어떠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창업 분야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자기 효능감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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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코로

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불확실한 경제상황

을 기존질서를 파괴하면서 더욱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만

들고 있다. 코로나 사태여파로 많은 회사들이 파산하였고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극 대응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사업 기업들이 대표적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쿠팡은 2019년 7조1,407억원에서 

2020년 13조3,000억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매출이 급성장

하였다(연합뉴스, 2021.02.13). 이뿐 아니라, 쿠팡은 지난 3

월 뉴욕증시에 상장하여 첫날 주식가치(종가 기준)가 으로 

886.5억 달러(약 100.4조억 원)를 기록하여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등극하였다(서울경제, 2021.3.12). 더불어 쿠팡의 김

범석 대표는 창업이후 약 10년간 흑자를 낸 적이 없음에

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일구어 상장까지 했다는 점에서 기

업가정신의 표상이 될 만하다. 그러면 과연 그에게는 사업 

실패에대한 두려움은 없었을까?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작

용했을까? 또한 그에게 기업가정신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

용했을까? 본 연구는 불확실한 사업 환경 속에서도 기회

를 활용해 창업에 이르는 기업가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할 

때 뒤따르는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가의 창업의

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업가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라 할 수 있는 창업자기효

능감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관계와, 창업실패두려움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각각 어떤 매개적 역할을 하는 지 알

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배경

2.1. 창업실패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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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상황에서 실패에대한 두려움은 기업가로서 피할 수 

없는 부담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실패에대한 두려움은 심

리학의 성취동기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Atkinson(1966)은 

“실패를 피하려는 성향 및 / 또는 실패의 결과에 따르는 

수치와 굴욕감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화하였다. 

Cacciotti & Hayton(2015)은 실패에대한 두려움을 성취 맥

락서 위협으로 여겨지는 환경자극에 대한 일시적인 인지

적,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였으며 Conroy & Elliot(2004)는  

실패가 혐오적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평가

적 상황에서 불안과 걱정을 경험하는 속성적 성향이라고 

하였다(김영희, 2019).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GEM(Global Entrepreneurial Monitor) 

서베이 Data를 활용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연구들은 실패

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Bosma & Schutjens, 2011; Hormiga & Bolı´var-Cruz, 

2014). 그러나, GEM 서베이의 실패에대한 두려움 측정항

목은 이분법적 단일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패에대한 

두려움의 다양한 속성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Chua & 

Bedford, 2016). PFAI(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는 이러한 단일 항목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

패에 대한 두려움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Conroy, 

2001;Conroy et al., 2002). 즉, PFAI는 실패에대한 두려움을 

다차원적으로 인식하고 1)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두려움

(fear of experiencing shame and embarasment), 2)자신의 가

치가 평가절하 되는 두려움(fear of devaluing one’s 

self-estimate), 3)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두려움(fear of 

having an uncertain future), 4)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important others losing 

interest), 5)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fear of upseting important others) 5가지 하위차원으로 분류

하였다(김경은·주병철, 2018). 하지만, PFAI는 주로 스포츠

나 학문분야에서는 실패에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에 적절

하나 창업 상황에서의 실패에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적 손실이나 경력손

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Chua & Bedford, 2016; 김영희, 2019).

따라서, Chua & Bedford(2016)는 창업 상황을 반영한 가

운데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어

떠한 것들이 있는 지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PFAI의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창업특성에 맞는 창업실패두

려움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즉, 재무적 손실/  

심리적 손실/경력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2.2. 기업가정신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을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

체적 접근 방법과 균형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

추론·행동방식”이라고 하였으며, Gartner & Baker(2010)는  

개인이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이면서, 지속적 혁신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한편 기업가정신의 하위 개념에 대해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Miller(1983)에 의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

수성으로 구분된 이후 기업가정신은 위의 세가지 개념으

로 구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rucker(1985)는 

혁신성에 대해 기존에 없던 새로우면서도 이질적인 것, 유

용한 가치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였

다. Covin & Slevin(1986)은 혁신성이란 시장지향적 아이디

어를 기회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진취성에 대해

서 Dess & Lumpkin(2005)은 시장 내 경쟁자에 대한 적극

적인 경쟁의지 및 우월한 성과 창출 의지를 보이거나 시

장 내에서의 지위변화를 위해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적이고 강도 높게 도전하는 자세라고 하였다. 이춘우(1999)

는 새로운 시장의 수요에 맞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경

영활동을 하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회를 감지하고 창출

하는 경영 프로세스를 진취성이라 하였다. 기업가정신의 

세 번째 요소인 위험감수성에 대해  Covin & Slevin(1990)

은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서 기회

를 적극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이라고 하였다. Dess & 

Lumpkin(2005)은 성공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과감하

게 실행하는 경향을 위험감수성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

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기업가정신은 성공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적 사고

방식과 행동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Morris & 

Lewis, 1995),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2.3.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은 한마디로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을 

창업분야에 확장시킨 개념으로서 Bandura(1977)는 자기효

능감을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일컬었다. Boyd & Vosikis(1994)는 창업자기효능감을 창업

과정에서의 과업과 역할 등에 대해 스스로 성공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신념으로 정의하면서 자기효능감

을 창업관련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Arora et 



창업실패두려움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2021년 4월 105

al.(2013)은 창업자기효능감이란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예측되는 상황들을 잘 대처하고 성과 달성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는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2.4. 창업의도

창업의도에 대해 Crant(1996)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할 가

능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창업의도는 장

기적으로 진화하는 기업가적 활동 과정에서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Bird(1988)는 창업의도란 사업을 소

유하려 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를 의

미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고용(self-employed)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을 다루는 마음 상태라 하였다(김영

희·양동우, 2019). 창업은 대체로 오랜 시간 계획되고 준비

되어 행해지므로 명백히 계획되고 의도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Katz & Gartner, 1988), 이런 점에서 의도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겠다.

창업의도 형성을 설명하는 모델중 하나는 Shapero & 

Sokol(1982)의 창업이벤트 모델(Entrepreneurial Even 

Modelt:SEE)로서 창업을 하나의 사건이라고 가정한다. 이 

모델에 의하면 창업의도는 지각된 바람직성(Perceived 

Desirability)과 지각된 실현가능성(Perceived Feasibility) 그리

고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에 의해 영향받는다고 하였

다. 지각된 바람직성이란 개인이 창업에 대해 매료되는 정

도이고 지각된 실현가능성은 창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

고 할 수 있다(Krueger et al., 2000). 행동성향이란 기회를 

마주할 때 의사결정상황에서 결단력있게 행동하는 성향이

다(Nabi et al., 2010). 직업을 잃는 것,  이혼, 이주 등의 사

건(Event)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되

고 그 과정에서 창업을 대안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창업의

도에 영향을 주어 창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Krueger et al., 2000). 의도기반 모델 중 다른 하나는 계획

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TPB)이다(Ajzen, 

1985, 1991). 계획된 행동이론(TPB)은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TRA)을 보완한 이론이다.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에 의하면 개인

의 행동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

서 태도(attitude)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belief)과 이 

신념에 대한 평가(evaluation)로 이루어진 함수이다. 그리고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행동을 실행하는 자에게 영

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주변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한 평가

를 말한다. 즉 준거집단의 그 행동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지

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행동 의도가 형성되면 다

른 요인의 영향 없이 행동 의도가 곧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행동 의도를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는 여러 상황적, 맥락적인 제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

획된 행동이론은 여기에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대상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고 통제가능한 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일맥상통

한다(Ajzen & Fishbein, 1980; Ajzen, 1985; 1991).

Ⅲ.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창업 분야에서 실패에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보면 대체로 부정적이다(Arenius & Minniti, 

2005; 하규수, 2012; 김재형, 2018; 김태경, 2019). 하지만, 

창업실패두려움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재무적손실 두려움, 

심리적손실 두려움,  경력손실 두려움으로 좀 더 세분화하

여 실증 분석한 김영희(2019)의 연구에서는 재무적손실 두

려움과 경력손실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나 심리적손실 두려움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에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창업의도

에 동기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다(Ray, 

1994; Mitchell & Shepherd, 2011).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가설 1. 창업실패두려움(재무적손실 두려움, 심리적손실 

두려움, 경력손실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정신의 경우 대체로 창업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만구 외, 2018; 양준환·김춘

광, 2018). 하지만, 기업가정신을 하위개념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하위개념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각각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하위개념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일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등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윤백중,2012; 권명규·양해술, 2016; 김재형, 2018; 윤지

수·현병환,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업

가정신관련 가설을 설정하고 선행연구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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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실패두려움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박재춘(2019)은 학습된 

무력감이 창업자기효능감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이로 보건대 학습된 무력감과 같이 인지적, 정서적 변

수인 창업실패두려움도 창업자기효능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된다.  반면 기업가정신의 경우 윤지수·현

병환(2019)은 창업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

였으며, 강재학·양동우(2016)는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과 위

험감수성이 창업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창업실패두려움과 기업가정신, 창

업자기효능감과 관계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자기효능감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들이 많다(박재환·

최민정, 2016; 양준환·김춘광, 2018; 김대수·이종완, 2018). 

본 연구에서도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정대용·김재형(2017)은 창업실패관련 행동적 평가가 창업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에서 창업실패관련 행동적평가 변수 중 지각된 혜택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

다. 반면, 지각된 장애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서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였

다. 또한, 창업실패두려움이 창업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고,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

다.

가설 6. 창업자기효능감은 창업실패두려움(재무적손실두

려움, 심리적손실두려움, 경력손실두려움)과 창

업의도 사이을 매개할 것이다.

문성식(2016)은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자본이 시니어의 창

업의지에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혁신

성과 위험감수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도 사이에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7. 창업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

험감수성)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실패두려움과 기업가정신의 하위

개념들이 창업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아래 <그림1>은 이와 관

련한 연구모형이다.

[창업자기

효능감]

[창업실패두려움]

재무적손실두려움

심리적손실두려움

경력손실두려움

[기업가정신]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창업의도]

[통제변수]

성별,연령,학력,

소득,직업

가족창업경험

<그림 1> 연구 모형

3.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은 20대에서 50대까지 현재 창

업 중이 아닌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료수집을 위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대상은 대표성을 위해 연

령별로 비례할당 표집을 한다. 설문 항목은 선행연구를 참

조하여 구성하였으며 아래 <표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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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명 문항수 출처

독립

변수

창업실패

두려움

재무적 손실 두려움,

심리적손실 두려움,

경력손실 두려움

9

오상훈(2014),

Chua &

Bedford(2016),

김영희(2019)

기업가정신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18

Miller(1983),

강만구 외(2018),

임한려(2019)

매개

변수

창업자기효

능감
창업자기효능감 4

Ajzen(2002), Liñán,

F., & Chen, Y.

W.(2009)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

적 변수,

창업경험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직업

-가족창업경험

6 연구자 구성

<표 1> 설문항목 구성

응답된 설문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

용한다. 분석 절차로는 먼저, 설문자료의 전반적 특성파악

을 위해 빈도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변수들

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을 진행한다. 셋째,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데이터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

석 및 매개변수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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