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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사회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개인이 모여 구성되기 때문에 그 집합 또한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 더욱이 글로벌화와 타 국가의 언어

습득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국가로 유학을 가는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교류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창업을 하고자하는 

경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구성된 공동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

하여 보다 심도 높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중에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강조한 단어 등을 주요 키워드로 삼았으며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타 키워드들을 획득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상이한 경우의 공동창업에서 자기수용, 문화적 거리, 기업가정신, 지식이질

성, 성장의도가 매우 큰 키워드임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기수용, 문화적 거리, 기업가정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성장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의 공동창업의 경우 다른 지식을 가짐으로 인해 더 넓은 의사결정안을 확

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차이가 너무 상이할 경우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식이질성은 각 관계들에 있어서 역 U

자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제를 설정하였다.

핵심주제어: 공동창업, 자기 수용, 문화적 거리, 지식이질성, 성장의도, 기업가 정신

Ⅰ. 서론

‘세계는 하나다.’라는 말은 과거나 현재나 유효한 문장이다. 
이는 아주 먼 미래에도 적용될 것이다. 사람이 나라를 오고가

는 것을 넘어서 기업까지도 나라를 오가며 창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국적 혹은 인종이 모여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다. 시가총액 10위의 기업들 중 반절이 단일 창업가가 아닌 

공동창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창업의 경우 단일창업

에 비하여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

문에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더라고 고려하는 요소들이 더 많

아 보다 폭넓은 접근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확장시키고자하며 

그 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 이해의 일환으로 먼저 각 나라의 창업관련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은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창업에 대한 순위는 다

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창업부문에서 한국은 ‘17
년도에는 9위, ‘18년도는 11위, ’19년도는 22위가 하락하여 33
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17년도에는 93위, ’18년

도에는 28위, ‘19년도에는 27위로 최근에는 소폭 상승하였으

나 이전의 평가결과를 보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 및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한국과 중국의 창업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

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우진(2017)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 정책은 창업생태계의 안

정화 및 고도화를 증진시키고 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을 주

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고

려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

추어져있다. 따라서 산업이나 시장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지지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창업과 관련하여 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의 경우는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

거나 대학생 창업 동아리와 창업교육과정을 연계, 창업교육 

패키지, EXIST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의 창업환경은 먼저, 국가적으로는 전반적인 지원을 포

함하는 통합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

관련 공공서비스, 시스템구축을 통한 편의성증진, 지원의 일

체화, 교육의 전문화 등을 강조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산업이나 시장 부

분에서는 풍부한 인적자원이나 제조능력, 파일럿 제품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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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구축이 용이하고 창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하

고 있다. 아울러 중국 대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의지와 실현성

이 높으며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

로그램(자금 지원, 원스톱 서비스, 창업 인큐베이터 등)이 존

재한다. 
한국과 중국의 창업관련 정책들을 비교하여보면, 한국은 창

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하고 확장하는데 주의를 기울이

고 있으며 중국은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교육, 패키지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는 이미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관한 인지나 실현성이 높은 상

태로 교육,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 중에 있다. 
한국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으로 유학하는 유학생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16만 

명의 유학생이 한국으로 왔다. 2009년에 유학생이 약 7만 5천
명1)임을 감안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중국의 비중은 약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교유학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원유학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유학생들의 유입은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학습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으

며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을 배우는 것 이외에 

한국에서의 취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중

국인들은 한국에서 취업 혹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

으나 실현이 어려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하는 창업을 달성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공동창업을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

고자 하였다. 
창업은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이며 국외의 사례에서도 

창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기존

의 연구에서 창업을 하려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배경, 개인적 

요인, 상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김홍, 2012). 만약, 대학생들 

중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다른 유학생

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 좋은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제

품이나 서비스를 확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사고방식이

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방향에 있어서도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된 요인들보다 더 다양하고 복

잡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국적이 상이한 공동창업에 어떠한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 질문 1번은 ‘다른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창업

가들이 공동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어느 부

분이 두드러지게 차이를 가질까?’이다. 해당 질문은 기존의 

공동창업의 연구가 단독 창업 등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기 때

문에 이 차이부터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 질문 2번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공동창업 시에 어떠한 

요인이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칠까’이다. 공동창업 중에서도 

국적이 다른 경우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어떤 
요인이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국가의 차이를 보면, 중국에서 창업에 대한 인식이 한국

보다 더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방향으로 창업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한국

인과 중국인의 공동창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후 동일 사례

로 창업을 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공동창업이라는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심층 높은 인터뷰를 통해서 핵

심 개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단독창업과 공동창업 관련 기존연구

전 세계의 주가총액을 기준으로 10대 기업 중에 5개의 기업

이 공동창업을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

동창업 관련 연구보다 단독창업을 한 경우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공동창업 관련 특징에 관련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공동창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을지라도 대부분 창업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

인하였다(이재윤 외, 2017). 따라서 단독창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공동창업의 논문들에서 사용한 변수들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 맞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해당 연구에

서 다룰 대상들은 기존의 창업에 미치는 요인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할 뿐만 아니라 사회, 기술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각적인 관점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먼저, 창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표 1>처럼 나타낼 

수 있으며 각 연구에 대한 대상은 대부분 한국인이나 중국인 

창업가들의 연구이다. 단독창업의 경우 어떠한 요인들이 창업

의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 논

문들을 참고하였을 때, 해당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역

량, 지원, 개인적 특징, 태도, 규범, 외부적 환경 등 다양한 관

점과 자원 등의 차원에서 연구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단독

창업에서 나타난 논문 중 박경석·하규수(2014)의 논문의 경우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 설정한 독립

1)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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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저자 독립변수 조절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단
독
창
업

1 안태욱 외(2019)

기업가적 역량

- 창업지원제도 창업성과기술적 역량

관리적 역량

2 양준환(2015)

교육적 지원

- - 창업의도지각된 구조적 지원

지각된 관계적 지원

3 양준환·첨희(2015) 기업가 정신 - 자기효능감 창업의도

4 이선호 외(2015)

창업자 혁신성

- 연구개발역량 경영성과성취욕구

사회적 적응력

5 악명 외(2014)

개인의 태도 국적
(한국/중국) - 창업의도주관적 규범

전공 (컴퓨터/경영)인재된 행동의 통제

6 박경석·하규수(2014)

성취욕구

사회적지지 - 창업의지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

창업동기

7 정대용·첨희(2011) 창업에 대한 기대 - 창업 성장의도

8 Wu(2007)
기업가정신 자원

- 동적 역량 창업성과
외부 파트너의 협력의지

9 Huang et al(2012)
설립자의 네트워크

-
비즈니스 네트워크 조직 

성과설립자의 인적자본 조직적 혁신  (비즈니스네트워크 매개)

대상 저자 연구내용

공동창업 이재윤 외(2017)
개인특성관련 다양성 필요영역 업무추진 관련 다양성 필요영역

외향성 / 상대의견 수용 / 낙관주의 / 위험감수 업무 관련 의견 / 속도 중시 / 시간관점 / 큰 그림 중시

<표 1> 기존 창업관련 연구

변수들이 모두다 성과나 의도, 의지 등에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인과 중국인의 그룹비교 시에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

구의 경우(악명 외, 2014)에 주관적 규범이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서로의 문화나 관습이 상이함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볼 때 한국인과 중국인의 특성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국적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전진할 경우 기존 연구와 다르게 조금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공동창업관련 

연구는 공동창업과 단독창업을 비교(이지연 외, 2018)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창업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연구(차민규·
이상명, 2018), 공동창업의 경험이 가업가적 지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박노윤, 2016) 등이 있다. 
해당 논문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국적이 상이한 

공동창업이 성장하기 위한 요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연구는 제외하고 조사한 결

과 이재윤 외(2017)의 연구가 가장 부합하였다. 
해당 논문은 공동창업에 대해서 개인특성과 업무수행에 대

한 내용에 대해서 탐색 및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

으로는 공동창업의 경우 다양성이 키워드로 작용하였으며 개

인특성과 관련한 다양성은 외향성, 상대의견수용, 낙관주의, 

위험감수 등이 세부영역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업무추진과 

관련한 다양성에서는 업무 관련 의견, 속도, 시간에 대한 관

점, 업무와 관련된 큰 그림에 대한 시각이 세부내용으로 포함

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공동창업에 있어서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국적이 다른 창업가들의 공

동창업일 경우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창업에 있어서 개인적인 

중요 요인(교육, 동기, 태도, 다양성 등)과 상호 개인적 특성

요인(전공, 사회적지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비교 가능한 기존 연구(이재윤 외, 2017)는 

창업팀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영진의 구성, 내부적 역동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기업

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국적의 창업가들이 모인 기업

들로 한정하고 이 기업들의 성장의도와 관련된 특성에 대해

서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에 연구를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상기의 요인들에 대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반 구조화된 인

터뷰를 통하여 직접적인 요인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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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반 구조화된 인터뷰 및 연구대상

연구문제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반 구조화된 인

터뷰를 선택하였다. 
반 구조화된 인터뷰의 경우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혹은 수정한 질문을 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Barriball & While, 1994). 반 구조화된 인터뷰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시작하여 공동창업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 상호간의 특성 등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한

국인과 중국인이 공동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

국인과 중국인 모두에게 인터뷰를 질문하였다. 해당 기업들은 

창업한지 약 1년 정도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해당 인터뷰를 시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질문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해당 질문들은 총 3유형으로 구분하

여 질문하였으며 창업자, 창업, 개인의 관점에서 질문하였으

며 답변에 따라서 추가로 질문하며 진행하였다. <표 2>를 보

면 큰 질문(Q1, Q2, 등)의 경우 이미 구조화한 부분이며, 각 

질문에서 유동적으로 질문한 부분은 하위내용이다.

번호 질문

Q1.
귀사의 창업 멤버(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동안의 인원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Q2.
귀하께서 타 멤버(들)와 공동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표님은 직원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Q3.

귀하께서는 다른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멤버(들)의 창업에 있어서 장단
점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장점으로 인하여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크게 작용하나요?
그렇다면, 해당 단점으로 인하여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크게 작용하나요?

Q4.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귀하와 타 멤버(들)와의 의견조율시 
어떤 분위기 혹은 상황에 많이 노출되나요?

Q5.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국적이 상이한 경우의 공동 창업 시 어떠한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6.

창업가들께는 익숙하실 기업가정신이 창업에 필요한 요인이라는 의견
이 있습니다. 귀하의 창업 경험을 토대로 해당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께서는 기업가 정신 말고 창업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본 질문들은 이재윤 외(2017)을 기반으로 재구성함.

<표 2> 인터뷰 내용

해당 질문들은 인터뷰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에 이메

일로 발송하여 인터뷰 전에 미리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전달하

였으며 인터뷰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

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각 인터뷰 진행시간은 약 2시
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총 1회가 진행되었다. 

3.3 인터뷰 분석

한국인 창업가와 중국인 창업가가 공동 창업한 H사와 E사

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현재 H사의 경우 서비

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E사의 경우 제조 산업에 종사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정확

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Colaizzi(1978)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

당 방법은 중요 진술을 기술하는 방식이며 먼저, 해당 인터뷰

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내용

들만을 다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내용들을 일반화가 가능한 

설명(단어)으로 변경하여 재구성하였다. 재구성한 내용에 대

해서 유사한 개념끼리 다시 분류하였으며 이를 포함할만한 

공통적 개념을 선정하였다. 전자의 분류 시에는 두 사례 모두 

언급한 내용을 우선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소개를 제외하고, 연구 목적과 부합하

는 내용들만으로 다시 구성하여 결과를 작성하였으며 국적이 

상이한 경우의 창업이 성장하고 성과창출을 위해 중요한 요

인으로 언급된 단어는 의사소통(언어 및 의견 조율)과 신뢰였

다. 

사실상 유학해보지 않았던 친구랑 창업을 하였으면 이미 소

통이 되지 않아서 깨졌을 거예요. 유학생이라서 문화적 수용

력이 커서 의사소통이 더 잘 된다고 생각해요(H사).

창업이전에 충분한 교류가 필요하고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

력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고 결국엔 이 신뢰가 창업을 시

작하고 난 이후에도 거의 대부분의 요소로 작용해요(H사).

창업초기에는 누구든지 좋은 관계로 시작하지만 창업을 하

고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이 맞아야하고 이는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E사).

저는 한국에서 11년 동안 살아서 그래도 한국어나 문화를 잘 
하고 아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

어서는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하니 언어에 대한 표

현 방법 등의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에요(E사).

상기의 내용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서로 다른 국적을 소유

한 창업가들이 공동창업을 하는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

창업을 하는 창업가도 타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창업가

는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차원의 이해를 넘어

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문화에 있어서의 거리를 줄

이기 위해서 중국인 창업가도 한국인 창업가보다 더 많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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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고려하여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성과에 대한 장

기 혹은 단기 지향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

급을 하였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인지 성향이 그런 것인

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집단주의적인 

저의 성향과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또, 성과에 대해서 굉장

히 빠른 피드백을 원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H사).

성과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서로가 맞아야 성과를 낼 수 있

다고 봐요. 그냥 개인적인 특성에서 타고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잘 맞을수록 좋고 이를 기반으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

는 마인드가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가고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E사).

해당 언급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의 

시각이 조금 다른 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점들이 있는 창업가들과 

함께 한다면 기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는 성과를 바라보

는 관점이 각 기업의 구성원의 경험이나 경력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뒤를 잇는 요인으로는 유사

한 지식이었는데 이 지식은 성장배경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적 학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내수시장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와 이해도가 달라서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이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도 빠른 피드

백을 원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H사).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동일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

고 전진해야 해서 비슷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이죠(E사).

비슷한 지식 그러니까 수준인데 이게 학위적인 차원의 수준

이 아니라....사회적으로 배워서 본인이 습득한 지식,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러니까 본인이 성장하면서 겪은 인생의 학습의 

사고결과가 비슷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창업가들과는 이러한 

부분이 거의 없어서 매우 좋아요(E사).

문화적인 차이가 커서 창업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건 사실이

죠. 학교에서도 이제 막 유학 온 중국학생들과 같이 프로젝트

하기도 어려운데 나중에 가면  그래도 서로 이런저런 부분이 

공유되다보니 나아지는 것 같아요(H사).

사실 중국인을 채용할 생각은 없어요. 채용을 한다고 하더

라도 한국적인 업무방식을 잘 알고 있고 한국어와 중국어 등

은 기본이 되어야 해요. 이 부분이라도 충족된다면 서로 느끼

는 차이가 그래도 줄어들 테니까요(E사).

공동창업자와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런 연륜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의 공동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이나 이와 관련된 연륜에서 나오는 

것들이 매우 도움이 되죠(E사).

상호간의 지식에 대한 상이성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

지하고 인정하는 경향보다는 이미 맞추어진 상황에서의 기업

발전과 전진에 대해서 더 중요한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만약, 서로 상이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조율

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결국엔 중요한 결정에 있

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즉, 지식에 대한 이질성

은 상호 개인적 차원에서 발현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창업가에게 중요

한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정말 필요해요. 장기든 단기든 성과를 보여주

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동력이 되고 이는 곧 

기업의 미션과 비전과도 연결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창업이

라는 결실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션과 

비전은 인내라고 생각하니까요(H사).

회사리더가 기업가정신이 없으면 어디로 이끌어야하는지도 

모르게 됨으로 이는 꼭 필요해요. 아울러 기업가정신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이 개념을 획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

데 어떻게 보면, 기업을 여는 순간 이미 기업가정신이 함양된

거죠. 저는 창업자가 자기가 하는 창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E사).

기업가정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언급하였지

만 기업가정신이 성장과 반복된다고 하는 점과 기업가정신은 

심적인 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이하였다. 구체적으

로 H사에서의 기업가정신은 성장이 되면 이를 발판으로 다시 

기업가정신이 굳혀지며, 굳혀진 기업가정신을 통해서 다시 성

장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대로 E사의 경우는 기업가정신은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획득할 수 있는 부

분이라고 하였다. 이는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

라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은 창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 대해서는 모든 창업가들이 동

의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기업가정신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독립부분인지 종속변수인지를 선정하여 진행하

였다. 다음은 국적이 상이한 부분으로 인한 장점 혹은 단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창업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중국의 꽌시문화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문화예요. 중국은 체면 때문이라도 소비를 해야 

해요. 한국은 사업을 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반해 

중국인들은 상호관계 연결에 대한 상부상조라는 느낌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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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H사).

창업멤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국

적인 부분은 다 같이하자! 적인 집단적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 비해서 개인주의 성향이 좀 있어서 어렵지만 공동창업

자가 중국인이라서 기업이 서비스하는 대상인 중국인을 이해

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H사).
수학에서도 교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

을 하려하나면요, 합집합으로 하면 영역이 넓어지죠. 그래서 

의사결정 할 때도 어떨 땐 더 정확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니 한국적 사고를 중심으로 중국적 사고를 첨가하는 

거죠. 만약 시장을 키워서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면 중국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적 사고를 첨가하는 거고요(E사).

국적의 상이성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단점에 대해

서 강조한 사례도 있었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볼 때, 문화적 거

리는 개인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상이한 개

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적 거리가 상호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가 

아닌 타인과의 소통차원에서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태도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창업기업 전에 탈북민들과 창업경험

이 있어요. 그전의 경험 때문에 제가 수용력이나 그런 부분들

이 높아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저의 태도에 대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고민하고 타 레벨에 맞

추어서 다시 비교하고 적용해요. 그리고 이건 공동창업자도 

유학생활 때문에 수용력이 높다고 생각하고요(H사).

저는 제가 20년이 지나도 완벽하게 한국인과 똑같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의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

각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요.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확

인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해요. 즉, 후천적

으로 변경하는 거죠(E사).

국적이 상이한 부분을 떠나서 개인적인 성향과 관련된 인터

뷰에서는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해서 타인과의 화합이나 

단결을 위해서 노력하고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유학시절의 상황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창업가들에게 질문지의 질문 내용 이외에 추가하여 질문한 

내용 중에서 성장에 대한 창업가들의 생각에 대한 질문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건, 돈이랑 네트워크, 팀빌딩이죠. 창업

가들간의 신뢰를 통한 관계적 차원에서 팀빌딩이 중요한 부

분이라고 생각해요(H사).

무엇보다 인력이 중요하죠.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거나 

그 사람이 무언가를 못하고 있다면 새롭게 가르쳐야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야하니까 CFO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

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다양한 분야를 함양하고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E사).
기업에 있어서 성장은 매우 중요하죠. 일단 창업을 해야겠

다고 마음먹은 그 시점에서부터 기업을 설립하고 나서도 지

속적으로 성장하겠다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고 이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즉, 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기업이 

성장할수록(H사).

창업가들은 성장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의 필요성을 언급하

였으며 기업차원에서의 인적관리를 공통적 요소로 언급하였

으며 이외에도 자금, 네트워크, 전문지식 등에 대해서 언급하

였다. 
정리한 인터뷰내용을 살펴보면, 창업자들은 기업에 성장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업이 처한 문제 혹은 

국적이 상이한 경우의 문제 등을 극복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분석 결과 및 개념정의

Colaizzi(1978)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진행해본 결과 인터뷰 

내용들을 관점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하고 각 관점에 따라서 

1개에서 3개의 키워드를 발췌하였으며 각 키워드들을 바탕으

로 가장 잘 부합하는 개념들을 <표 3>처럼 나타내었다. 해당 

개념들은 총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었다.

관점분류 1차 분류 개념

공동창업에 있어서의 개인적 중요변수

의사소통 자기수용

신뢰 문화적 거리

성장 성장의도

상호 개인적 특성 변수 유사 지식 필요 지식이질성

창업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특성변수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표 3> 인터뷰결과 정리

공동창업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중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자기수용과 국적이 다른 창업유형임으로 연구특성에 맞는 문

화적 거리를 선택하였다. 또한, 상호 개인적 특성 변수로서 

지식에 대한 이질성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였다. 창업에 있어

서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요인들은 모두 기업의 성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장의도를 넣었다. 해당 개념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해당 연구를 진행하

고자하였으며 관련된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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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기수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랫동안 이어져왔으며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수용은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모든 부분에서 긍정 혹은 부정적인 부분

까지를 모두 포함한다(Ellis·Harper, 1979). 즉,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본인자체를 이해하고 타인이 자신에 대한 평가나 비

교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

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쉽다(임전옥·장성숙, 
2012). 해당 개념은 Rogers(1950, 1961)에 의해서 발전되어졌으

며 Bill et al(1951)은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한 정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

기수용이 높으면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뿐만 아

니라 부정적인 부분까지도 수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기 수

용이 낮으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뿐만 아니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한다고 하였

다(Ryff, 1989).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을 본인의 약점이나 강

점과 관계없이 본인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는 정도라고 정의

하였다. 
두 번째, 문화적 거리는 사실 국제적인 비즈니스에서 사용

하는 개념으로 문화 간의 상대적인 차이를 말한다(Samovar et 
al, 1981). 구체적으로는 문화 규범과 가치관의 차이라고도 정

의하며(Hofstede, 2001, Kogut & singh, 1988), 지적 자율성이나 

영향적 자율성, 위계 등을 포함하는 차이라고도 이야기한다

(Schwartz, 1992). 즉, 문화의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에서 발생

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문화가 유사한 경우와 문화의 이질성이 존재하

는 경우일 때, 동일한 자극의 반응이 유사 혹은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김유경, 2004). 해당 개념은 관리자가 전략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이끈다는 관점에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Zhou et al, 2004). 이처럼 기존의 문화적 거리는 기업의 국제

전략 등으로 이용되는 개념으로 국가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나 현재는 개인적 수준에서도 Hofsted의 문화 차원

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Oyserman et al, 2002). 기

존의 문화적 거리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상호간의 권력, 불

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장기지향성에 대한 차이라고 정의하

였다.
세 번째, 창업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특성변수이자 기존 연

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업가적 정신을 변수로 두었

다. 기업가적 정신은 20세기에 Schumpeter(1942)와 

Kirzner(1973)가 학술적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재정의하였다.
Shumpeter(1942)는 기업가적 정신을 새로운 상품이나 생산 

방법을 도입하여 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자로서 기업가적 

정신을 정의하였다. Kirzner(1973) 또한 기업가적 정신을 기업

가는 현재 시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수익에 대한 기회를 포착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은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해당 개념은 어느 관

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 

정신을 개인적 차원으로 볼 것인지 혹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방위적(대상 및 국제적 분

석)인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분석하고 정의한 배종태·차민석

(2009)은 기업가정신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국

한되지 않고 기회를 획득하는 사고 및 행동방식이라고 하였

다.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성이 낮은 개인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반면에 혁신성이 강한 개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실

현할 수 있는 창업활동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박인 외, 
2017). 또한 Hisrich & Peters(1986)와 Lumpkin & Dess(1996)는 

진취성을 새로운 벤처를 창업하는 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중

요한 능력으로 보았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해당 연구에

서 기업가정신을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회를 잡고자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네 번째, 공동창업자의 상이한 요소로서 지식이질성을 고려

하였다. 먼저, 이질성은 팀 조직의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하

며 이는 긍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될 때는 다양

성으로도 확장하여 해석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Campion et al, 1993). 그러나 이질성이 상호간의 작용이 없으

면 결과적으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uzzo, 
1996). 본 연구에서는 이질성의 많은 요인들 중에서 국적이 

다른 창업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

적 교육, 학문적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학습지식에 대해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이질성을 선정하였다. 지식이

질성이란 멤버들 간의 지식적 차원에 있어서의 차이(Pelled et 
al, 1999)를 말한다. Campion et al.(1993)은 과업에 연관되어있

는 기술, 경험, 능력이 다양한 정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식

이 상이할 경우에는 과업에 대한 인지부터 성과까지에 대한 

과점이 다를 수 있다. Pelled et al(1999)은 직무 관련 이질성은 

과업갈등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사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지식이 상이할 경우 특히 더 어려

움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이질성을 창

업가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험, 배경, 
전문성에 대한 차이정도라고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장의도를 설정하여 명제를 설정하였다. 성장

이란 인간의 경우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이 있으며 외적

인 부분이나 내적인 부분의 성숙을 말한다. 기업에 있어서 성

장은 내·외부적 관점, 개인의 특성에 대한 관점, 성장단계 관

점으로 분류가능하다고 하였다(박동수·구언회, 2007). 내·외부

적 관점이란 전략적인 부분으로 구조나 과정, 환경이 주요 관

점이라고 하였으며 개인특성에 대한 관점은 경험과 교육수준, 
성취욕구, 희생, 동기부여 등이 주요 관점이라고 하였다. 성장

단계 관점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주기이론을 조직에 적용

시켜 확인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에 대

해서 내·외부적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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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모형설정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한 총 5개의 개념들을 가지고 총 6
개의 명제를 구성하였다. 총 5개의 변수들에 대해서 선행요인

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인터뷰 내용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자기수용과 문화적 거

리, 기업가 정신을 성장의도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해당 

관계에 있어서 지식이질성의 정도에 따라서 성장의도에 미치

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설

정하였다.
먼저 설명할 명제 1은 자기수용과 성장의도에 대한 관계이

다. 자기 수용은 본인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

는 개념인데 창업가가 자기 수용이 높은 경우 기업에 위험이 

닥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자기수용

은 이전에 자기이해가 기반이 되어야한다. 본인 스스로에 대

한 생각이 존재해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된다. 만

약,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이전에 생각하고 이를 

이해해본 경험이 없어서 수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박상환 외(2016)의 연구에서 높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수용도 높다고 하였다. 높은 자아 개념이란 

본인 스스로가 신체적, 사회적 측면 등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이해를 말한다. 해당 연구에서도 보이듯이 높

은 자아개념은 자기수용도도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기 

수용이 높으면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수용이 높으면 

성장과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강희숙·이진헌, 
2019). 즉, 본인에 대한 믿음과 본인이 지닌 장단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창업가일수록 성장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높은 자기수용은 기업의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명제 1을 설정하였다.

Proposition1. 높은 자기수용은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적 거리는 상호간의 권력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적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 장기지향성에 대한 태도이다. 문화적

인 거리가 크면 기업내부의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남현정·임석준, 2017) 문화적 거리는 기

업의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적 거리는 특정 상황에 

있어서의 태도이다. 만약, 창업가의 상이한 국적으로 인하여 

의견 충돌의 발생이유가 개인의 성장배경 때문에 발생하였다

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고유한 문화적 특

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야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꽌시문화가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상이함 때문에 서로간의 화합이 제대

로 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즉, 문화적 거리가 발생하면 비

용이 증가하고 상호간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키려고 한다(Kogut & singh, 
1988). 
인터뷰에서 나타난 창업자간의 다른 국적으로 인한 문화적 

거리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결과적으

로는 문화적 거리가 낮을수록 서로간의 화합이나 이해도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적 거리가 낮으면 기업

의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

제 2를 설정하였다.

Proposition2. 문화적 거리가 낮으면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가적 정신은 창업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든 관계없

이 기회를 잡고자하는 성향인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의 

최고경영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인이다. 기업가 정신은 기존 혹

은 신규시장에서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

(March, 1991)하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강화함으로 의지

를 올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D'Aveni et al, 1990).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기업가정신과 관

련된 연구들이 있는데 기업역량에도 영향(김광현·동학림, 
2019)을 미치며 창업가가 아니라도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있

는 조직원은 조직에 대한 몰입이나 직무에 대한 만족에 긍정

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어져왔다(장혜민·김경환, 
2019). 아울러 기업가 정신은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으며(박동수·구언회, 2007)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대희·진창현, 2016). 
인터뷰에서도 모든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기업가정신은 매

우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기업가적 정신에 대

해서 창업의 프로세스 중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가에 대해

서는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을 살

펴본 결과 기업가적 정신은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독립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높은 기

업가적 정신은 기업의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명제 3을 설정하였다. 

Proposition3. 높은 기업가적 정신은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은 모든 사람마다 학습의 기회가 다르고 만약 동일한 

내용을 보더라도 개인마다의 관심사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개인별, 국가별로도 다른 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지식이질성은 멤버들 간의 교육이나 경험 등에 

의해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선호

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반대로 지식이질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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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인해서 각자의 관점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Stasser, 
1992). 따라서 지식이질성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 상이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이 정도가 

너무 높아질 경우 개인이 상대방을 수용할 범위를 벗어나 오

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평균이상일 경우로 잡아서 평균이상일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평균이하일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인터뷰에서도 언급하였던 내용들로 지식의 상이한 정도는 

상대적인 수치이나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급격한 차이를 보

일 경우에 절대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자기수용과 성장의도간의 관계에서는 창업자들의 자

기이해를 바탕으로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판단하였는데 상호간의 지식이 상이하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오히려 다른 관점까지 고려하여 한국적 요소와 중국

적 요소를 결합하여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러한 지식의 이질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자기수용

이 강하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지식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위

한 시간을 투여하게 된다면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동창업자들끼리의 지식에 대

한 이질성의 정도가 적을수록 자기수용과 성장의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수용과 성장의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적 거리와 성장의도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식이질성의 영향인데 상호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과 지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문

화적인 차이는 원래의 타고난 성질에 대한 특성이라면 지식

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차이를 비추어 보면, 문화적 거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지식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지식을 가지고 관점을 확장하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주고 이후 지식의 상이성이 너무 높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공동창업자들끼리의 지식에 대한 이

질성의 정도가 낮으면 문화적 거리와 성장의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가 높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과 성장의도의 관계에서의 지식이질

성도 역 U자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나

타나듯이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가정신이 

높으면 추진력과 위험에 대한 감수성도 높다는 의미이다. 이

러한 점에서 지식이 어느 정도 상이함에 있어서는 강한 추진

력을 발휘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공동창업의 경우에 지식

이질성으로 인하여 서로 추진하려는 목표에 대한 다른 시각

에 도달할 경우 오히려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즉, 공동창업자들끼리의 지식에 대한 이질성의 정도가 낮

으면 기업가 정신과 성장의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가 높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 자기수용, 문화적 거

리, 기업가적 정신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게 역 U자의 관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먼저, 자기수용과 성장의도에 

역 U자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명제 4a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 문화적 거리와 성장의도에서도 지식이질성이 역 U자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명제 4b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과 성장의도에도 지식이질성이 역 U자의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명제 4c를 설정하였다.

Proposition4a. 공동창업자간의 평균 이하의 지식이질성 정도

는 자기수용과 성장의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평균 이상의 지식이질성 

정도는 자기수용과 성장의도도의 관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Proposition4b. 공동창업자의 평균 이하의 지식이질성은 문화

적 거리와 성장의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고 평균 이상의 지식이질성은 문

화적 거리와 성장의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Proposition4c. 공동창업자의 평균 이하의 지식이질성은 기업

가 정신과 성장의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고 평균 이상의 지식이질성은 기

업가 정신과 성장의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상기의 명제들을 연구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으

며, 지식이질성이라는 조절 효과의 경우 역 U자의 형태에 대

해서 보다 쉽게 확인하고자 연구의 모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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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국적이 상이한 공동창업의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요인을 파악하고자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창업에 관련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해당 대상

자들에게 심층연구를 통해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층연

구에 필요한 주요 질문은 5개였으며 이 질문들을 규격화하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여 다른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창업의 장단점과 

창업가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요인, 개인적 특징 등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며 각 질문을 기반으로 분류를 하되, 전체적인 흐

름과 반복과 강조한 내용을 가중하여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많이 반복되고 언급된 부분은 의사소통(상호 

이해)과 신뢰 기반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개념

을 본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기반됨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자기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자기수

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이어진·최수미, 2015). 이는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수용이 이루어지고 자기개방이라는 

순환적 경험의 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황성용·이경화, 
2014).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볼 때 자기수용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이전에 자신이 취해야하는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희숙·이진헌(2019)의 논문에서도 자기수용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요인들 중 문화적인 부분이나 기업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 기업가정신 등에 대해서 언급 및 강조하였다. 기

존의 연구에서는 국적이 다른 창업가들의 공동창업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문화적인 부분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지만, 오해동 외(2016)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도 창

업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기업가 정신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관련 요인을 이용

하여 창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주로 기업가정신

의 결정요인, 기업가 정신 함양과 관련된 연구, 기업가정신 

교육 등에 관련된 연구로 창업가에게 중요한 기업가정신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윤대혁·박민생, 
2007; 최종열·정해주, 2008; 오영미·박성환, 2014). 이러한 점에

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업가정신이 공동창업의 성장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명제는 기존의 연구

와 유사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창업의 성장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수용, 문화적 거리, 기업가정신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였으나, 그 외 에도 지식적인 차이에 따라 성장의도에 

따른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식에 대해서 Stasser(1992)는 적당한 이

질성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그 정도에 따

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지식의 차이가 보통이하라면 이는 다양성으로 인식될 수 있

으며 서로의 조율을 통한 이해와 배려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

용할 수 있지만 이 차이가 보통이상이라면 이는 타인이 수용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한 지 1년 또는 3년 이내의 신생기업인 채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활용가능한 자원에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기업명성이 채 형성되지 않아 자금조달이 어렵고, 현지시장에

서 고객의 인지도가 낮아 시장개척이 용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경쟁열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Click & Coval, 2002). 따라서 국적이 다른 공동창업의 경우 

창업기업의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규명이 

더욱 중요시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동창업의 성장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이론적

배경과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개념화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

였다는 점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2가지의 한계점

을 지닌다. 첫 번째, 중국인과 한국인이 공동창업을 한 경우

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표본을 확대하기 위해 

눈덩이표집방법을 이용해보고자 하였으나 인터뷰에 응한 창

업가들도 매우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국적이 상이한 공동

창업자들 간의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여 표본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인터뷰의 표본의 수가 적다는 점

이다. 두 번째, 해당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해당 명제들을 

이후 가설로 세워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

다. 해당 연구에 대한 대상이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동으로 창

업한 경우로 매우 지엽적이며 창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크기의 샘플을 확보하기가 어

려워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Ⅵ.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공동창업 중에서도 다른 국

적을 소유한 창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 창업관련 

연구를 대폭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창업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적 시각으로 요인을 탐색하고 확인하였다면 해

당 연구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진행한 부분이 

최근 융합이라는 트렌드에 부흥하는 요인이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국적이 상이한 경우의 공동창업의 

경우의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적인 요인들을 분류하

였다.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레임이자 명제를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중에서도 지식이질성이라는 요인

의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창업관련 연구

를 더 확장된 관점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다른 국적을 소유한 창업가들이 기업

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업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가가 상이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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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창

업 시 구성원들은 처음부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이 비슷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창업

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정부 및 창업관련 

기관들은 단독창업 뿐만 아닌 유학생들과의 공동창업을 장려

하여 기존의 창업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추어 더 많은 

창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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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individuals come together to form a society, society has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or similar. Furthermore, as 
globalization and language acquisition in other countries have been activated, the frequency of studying abroad has increased. While 
Korea also studies abroad, the number of students coming to Korea from other countries continues to increase, increasing. In particular, 
when there was interest in start-up businesses, the factors were discovered through exploratory research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growth in start-ups when they had different nationalities. In order to conduct exploratory research, the government 
wanted to check more in-depth information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co-founder companies composed of Koreans and 
Chinese. 

The main keywords were repeated or emphasized continuously during the interview, and other keywords were obtained through 
additional questions.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self-acceptance, cultural distance, entrepreneurship, knowledge quality and 
growth are very large keywords in the co-founding start-up of different countries. The proposition was established as having a 
relationship of justice with self-acceptance, cultural distance and entrepreneurship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with the degree of growth 
as dependent variabl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co-founding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the most important knowledge quality was 
represented the effect of reverse U in each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acceptance, cultural distance, entrepreneurship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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