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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창업과 폐업을 주도하는 기업 활동의 주요 주체(player)인 기업가 연구는 기업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 경영의 

지속, 자산매각과 같은 자율적인 구조조정, 워크아웃, 도산신청 등 다양한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업이 실패하는 경우 기업가

들이 부담하는 실패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사업가들의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가 

인식하는 사업종결 시 발생하는 재무적 비용, 사업종결시스템, 심리적 비용이 사업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을 설문대상으로 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중 최종 247개를 대상으로 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차입금, 파산제도, 사업중단 의욕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이 폐

업하는 경우 기업가들이 감당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으며, 기업가들의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실패 시에 부담해야 하는 재무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을 완화시켜야 한다.

핵심주제어: 중소기업 사업가, 사업실패, 사업의욕, 파산, 사업손실

Ⅰ. 서론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전에 없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

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활동의 지속과 

기업인으로서 생존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

의 성장확보를 위해 벤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를 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기업 생존율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

균(41.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조선일보, 2020.10.10.).  
즉 새로운 사업의 시작의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제

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사업의 생태계를 개

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현재지속적인 불황과 경쟁 심화로 

인해 기업의 퇴출의 가빠른 증가는 잠재적 위험 요인에 직면

하면서 사업의욕이 감소시키고 있다. 
사업은 기업가정신의 발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올바른 기업

가 정신이 나타나도록 사업생태계에 해당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의 퇴출과정으로 나타나

는 기업의 도산은 기업가치보다 부채가 더 크게 되어 부채상

환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가의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코로나사태로 기업인들의 어려움들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재호(2015)는 한국은 파산면책에서 제외되지 않는 청구권(채
권)이 너무 많은 반면, 파산면책재산은 범위가 협소(임차보증

금 및 6개월 생계비)하고 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미약

하다고 하였다.
기업가에게 사업실패와 관련해서 실패에 대한 경제적 및 법

률적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기업가의 

창업의욕을 기대하는데 제한적이다. 또한 사업실패로 기업가

들이 경험하게 되는 실패부담에 대한 부정적 요소는 사업가

의 사업의욕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기업가의 실패비용에 대한 연구는 민법, 형법, 상법 등 법학

의 여러 분야와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과제이며 특정한 학문 분야에서만 

바라본다면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종합적인 대책과 보완 시스템의 구축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여도 사업을 중

단하기가 어렵다. 이는 사업종결과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으로 

인하여 사업실패비용을 사업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퇴출 장벽

(exit-barrier)이나 사업종결비용(the cost for business closin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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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회복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고정비 증가 

부담까지 더해지자 사업의욕을 잃은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

나 사업종결을 원하는 기업가들이 사업을 종결할 경우에 시

스템의 불완전에 따른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기업실패와 관련한 연구들은 기업의 도산 및 재무적 실패 예

측에 대한 다양하나 방법론과 영향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기업가가 사업종결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의욕에 미

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중단이나 사업실패에 대한 비용 등의 

관련요인들과 사업의욕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중소기업의 개념과 도산

중소기업의 개념은 매우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중소기

업은 업종의 특성상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

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의

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법적 정의

에 따라 중소기업이라고 분류되었어도 기업의 규모, 업력, 기

술, 경영능력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한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개인 또

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의 개발 및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

반 위에서 사업화하는 신생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정의하

였다. 벤처기업의 환경변화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변

화의 속도와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특성에는 성장률, 시장규모, 경쟁강

도 등이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의 지원목적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할 있는 ‘기회추구가능성의 확대’ 그리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회 혁신으로서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
로 구분할 수 있다(최세경 외 2014). ‘기회추구 가능성의 확

대’는 아이디어 기반의 유명한 벤처․창업 기업의 탄생과 성장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 혁신으로서 기업경쟁력의 

고도화’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해 국가경제의 고부가가치화

를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 19가 급격하게 확산

되어 대내외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이후 

극심한 장기적 경제침체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고, 고용지표

와 체감지표 부진이 심화되어 불확실성 증가되고 있다(중소기

업연구원, 2020).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이익이 감소하

면서 중소기업 부실징후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소

기업 도산위기가 급증되고 있다(중앙일보, 2019.12.12.). 2020
년 법인 파산신청은 총 101건으로 2019년 3월 66건에 비해 

53% 증가하였다(최수정, 2020). 그러나 창업기업 수 자체는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7만 5574개였던 창업기업은 2018년 

10만 2042개로 매년 평균 6.2%씩 늘었다. 폐업은 늘지만, 여

전히 창업자도 증가하는 것이다. 
기업도산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행됨으로 그 개념을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때로는 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기업의 활동을 중단해야하는 

법률적 파산의 의미로 사용할 때도 있다. 협의의 도산개념은 

일반적으로 만기어음의 부도, 파산, 청산 및 법정관리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며, 최근에는 파산보다는 도산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산의 처리 절차는 크게 사

적처리와 법적처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적 처리는 도산

기업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채무변제의 유보 등을 

통하여 기업의 갱생을 유도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법적처리는 도산기업이 사적처리에 실패하여 상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김용성, 2012).
Schumpeter(1942)는 기업부실에 대한 도산을 긍정적인 관점

에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표현하면서 비효율

적이며 잘 관리되지 않은 기업을 완전히 도태시켜 혁신과 경

쟁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도 하였다. 물론 부실기업의 시장의 

퇴출은 필요하지만 기업부실은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거래

처 등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관계자에게도 손실을 끼치지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피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기업의 퇴출 과정에 있어 이러한 시장의 생태계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도산의 법적 개념과 절차 등에 대한 논의는 미국 및 

유럽의 법을 통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영학적 관점

에서 기업 도산과 부실의 예측(Gepp & Kumar, 2008; 박종원·
안성만, 2014; 문종건·황보윤, 2014; 오성배 외, 2010; 이훈·홍
재범, 2017)과 기업부실 및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

인 및 기업 내부요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Riquelme & watson, 2002; Thornill & Amit, 2003; 김용성, 
2012; 신중경·하규수, 2013; 윤상용, 2019). 그러나 기업의 도

산이 사업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는 부족

하다. 창업기업은 기존 기업에 비해 소규모의 불리함(liability 
of smallness) 신규진입의 불리성(liability of newness), 관리의 

한계(executive limit) 등으로 인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을 

수 있다(장수덕, 2003). 이러한 창업기업의 환경적 특성과 실

제 사업의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으며, 실패에 대한 사회

적 비용이 증감함에 따라 개인의 새로운 사업의욕을 저해되

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요인이 새로운 사업기회에 미치는 영

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기업가들의 사업실패비용과 사업의욕

벤처창업연구 제16권 제1호 (통권73호) 89

2.2 사업종결비용 관련 선행연구

개인에게 사업이란 기업을 창조하는 일로서, 시장의 기회인

식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

요한 자원을 투입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험

을 관리하는 과정이다.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

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요인으로부터 발현되며 사업여부 판

단은 사업으로 얻게 될 미래 기대이익의 현재가치와 사업으

로 발생하게 될 기회비용을 비교하여 기대이익이 큰 경우에 

사업을 선택한다. 사업으로 발생할 기회비용은 현재 직장에서 

얻고 있는 소득금액 포기와 사업실패 시 부담할 미래의 모든 

금전적 및 비금전적 손실의 합일 것이다(이재호, 2015). 그러

나 사업의 실패로 인한 손실에 대한 비용 부담감이 높을수록 

사업의욕의 장애요인이 되나 사업실패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

업의 시작단계인 창업의 지원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선행연구

에 비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사업실패에 대한 비용으로는 대표적으로 투자자금 등의 재

무적 손실비용, 비재무적 요인으로 부정적인 인식인 실패에 

대해 관대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와 사업실패 시 재기불가능 

및 경제적인 파탄에 따른 사업자의 신용불량에 대한 인식 등

에 대한 심리적 비용으로서 이에 따른 사업중단의욕과 기업 

회생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한 태도가 있다. 
심리적 비용으로 사업실패 시 부담감은 사업 이전 잠재적 

사업자들이 불확실성(Uncertainty) 및 위험(risk) 요인에 직면하

면서 사업의지 형성과정에서 의지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

며,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감을 훼손시켜 기업가 정

신의 본질인 위험감수성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오상훈·하규수, 2013). 이와 같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요

인이 창업을 위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에도 불

구하고 관련 연구들은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정

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부정적인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

는 부족한 편이다. 관련 연구로 이장우·이성훈(2004)은 벤처기

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250개 회원사 중에서 116개사를 표

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창업자가 

실패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창업 시 자기자금비중이 실패기

업과 생존기업을 판별해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수덕

(2003)은 창업가의 경험이 혁신적인 벤처 기업의 성과에 부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cbasaran et al.(2009)은 

창업경험을 생산성 관점을 고려하여 사업소유 경험이 부채로 

인해 사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사업종결과 관련한 재무적 비용의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

은 상대적으로 자본구조가 취약하여 은행차입금과 정책자금 

등의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금

융기관 차입은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및 채권 발행 등과 함께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기업의 금

융기관 차입은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고 미래 수익성 및 성장성은 높지만 자본시장 이용

에 제약을 받는 기업 등에 대한 주요 자금원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거래 이력이 짧고 담보가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평가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의 차입금

을 받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창업기업, 영세기업, 기술기업 

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금융시장 이용이 더 어

려울 가능성이 높다(Czarnitzki et al., 2011). 기업 차입금에 대

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을 위한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Johnson, 1997; Rajan, Zingales, 
1994; Zhao et al., 2006; Burkart & Ellingsen, 2004; Alphonse et 
al., 2006; Atanasova, 2012). Brash & Gallagher(2008)는 미국 중

소기업청(SBA,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신

용보증 정책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1998년에 보증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액 성장률과 고용성장률 등을 분석하였

다. Riding & Haines(2001)는 캐나다 신용보증제도에 따른 재

무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창업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지출되며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비용 중 많은 부분을 대출로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신규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사업자금의 31%를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의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 비중

이 45%까지 올라간다(남윤미, 2018). 사업이 성과가 좋을 때

는 이러한 것이 문제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경기와 악

재속에서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감이 창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가들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인한 부담감 등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폐업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사업종결을 위한 

법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는 법학 관련 분야에서 서구의 법들

과 비교 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으나 기업인을 대

상으로 이러한 사업종결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관련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Van Auken et al.(2009)은 파산법

뿐만 아니라 창업 시 잘못된 자본인수결정이 사업을 실패와 

파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획득결정은 파산 

규제에 대한 소유자의 친숙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업의 파산에 대한 법률 지식과 기업의 자금조달간

의 관계가 기업의 소유자, 고문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Sutton & Callahan(1987)의 연구에서 파산

은 흔히 회사와 그 창업가의 지도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지를 

만드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라고 정의 하였다. Peng et 
al.(2010)과 Lee et al.(2011)의 연구는 기업 친화적 파산법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유의미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Peng et al.(2010)은 파산절차와 비용과 절차 

등의 분석을 통해서 파산법이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하였다. Lee et al.(2011)은 파산기업

이 창업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을 받는다면 잠재적인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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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익을 포기해야 하고 신규 사업을 시작하면서 높은 위험

을 가정하게 된다고 보았다. Moulton & Thomas(1993)는 파산

전략의 간단한 논평과 함께 73개 파산회사의 실증적인 연구 

성과와 파산법 개편의 비용과 혜택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파산제도에 대한 사업가의 인식은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Politis & Gabrielsson(2009)은 이전 기업가적 경험과 사업 폐

업 경험 또한 실패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패는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illant & Lafuente(2007)은 실패

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사업가 활동에 제약요인으

로 나타났다. 이재호(2015)는 창업생태계의 국제간 비교를 통

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창업활성화 방안의 연구결과 한국은 

파산면책에서 제외되지 않는 청구권(채권)이 너무 많은 반면, 
파산면책재산은 범위가 협소(임차보증금 및 6개월 생계비)하
고 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사회안

전망으로서 역할로서는 미약하다는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사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 중에 사업종결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이 미치

는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진입이 있으며, 
성장과 퇴출도 있기에 퇴출을 위한 사업종결시의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

점이다.

2.3 사업의욕

사업의욕은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이

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계획된 행동모델(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면서 인지적 과정

으로서,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예

측하는 변수로 파악된다.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

표행동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

해주는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Ajzen & Fishbein, 1980; Krueger 
et al., 2000).
따라서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은 어떤 행동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때에 그 행동의 수행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초

래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그 결과가 긍

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수행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Fishbein의 이론을 사업의욕에 적용한다면 창업 또는 사업의 

계속이라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실패 등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주관적 규범도 창업이나 사업

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 의욕은 창업과 관련된 행동이나 현재 사업을 진행중인 

기업가에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고 창업 초기 핵심적인 역할이 창업의

지이다(Bird, 1988). Veciaca, et. al.(2005)은 창업과정을 이해하

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의욕은 

현재 사업 중인 기업가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 이후 토대를 

형성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욕구(entrepreneurial 
creativity)이다(Schein, 1978). Shapero(1981)는 사업의욕

(entrepreneurial intention)에 대해서 국가나 지역경제 또는 조직

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력(resilience)과 자기쇄신

적(self-renewing)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

조하였다. Dollinger(1999)의 창업이란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을 매수하거

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정

의하였다.
박시사·강성일(2007)은 창업의지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설립을 위한 첫번째 단계라고 하였다. 창업의지가 

없으면 기업의 설립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는 크게 개인특성요

인과 외부환경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역량 등을 들 수 있으며, 외부환경

요인으로는 시장경기상황, 고용안정성 등 경제적 환경 요인과 

정부기관의 창업지원 인프라제도 등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요인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오상훈·하규수, 2013).
빈봉식·박정기(2002)는 창업의 성공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

한 결과 추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조달이 창업 이후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연구들이 기업가의 성공요소를 파악하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의 실패 비율

율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사업가의 부담감이 사업 의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본 연구는 우선 기업가들이 사업실패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재무적 비용인 차입금, 투자금 손실과 심리적 비용인 사업실

패 후 재기의 어려움, 사업중단 의욕, 사업종결 시스템인 폐

업에 대한 정책인 파산제도와 폐업이 어려움에 대한 태도와 

사업의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모형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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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파산제도는 사업의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 2: 차입금은 사업의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투자금 손실은 사업의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 폐업 어려움은 사업의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5: 사업실패 후 재기의 어려움은 사업의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사업중단 의욕은 사업의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조사 표본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서울, 경기, 충청지역에서 현

재 사업 중인 사업가와 실패경험이 있는 사업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예비조사를 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

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2020년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500부를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법률구조

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IT벤처기업협회, 대덕테크노파크 등 

기업 업무담당자를 통해 본 연구의 취지와 모집단의 특성 등

을 설명하고 자료 수집을 요청하였다. 이 중에서 280부가 회

수되었으며, 247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연구자가 실패 경험이 있는 사업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

(depth interview)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구

조화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재무적 비용은 사업의 형태와 사업의 단계별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업가들이 사업실패시 부담하는 재무적 비용은 사업형

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입금과 

투자금 손실로 분류하였다. 투자금은 사업진입 초기에 기업의 

형태를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 사업가가 직접

적 부담하는 자금 부분으로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사업

초기 자금은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주의 자금이나 사업주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사업주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금이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다른 나라

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투자금 손실비용은 자신의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의하고 투자자금 손실에 대한 고

통과 금전적 손실에 대한 부담감을 측정하였다. 차입금은 기

업의 외부자금은 조달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직접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나누어진다. 직접금융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주식 

및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며, 간접금융은 은행 

같은 금융(중개)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으로 사업종결시에 

이에 대한 부담감을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업종결시스템은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로서 파산제도와 폐

업정리의 어려움을 측정하였다. 파산제도는 실패한 기업의 처

리절차에 대한 용이성과 편의성을 측정하였다. 폐업정리 어려

움은 사업종결시 차입금에 대한 부담감과 폐업 이후 상환책

임의 부담감을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다.
심리적 비용은 사업중단의욕과 실패 이후 재기의 어려움으

로 분류하였다. 사업중단의욕은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로 

정의하고 사업 시작에 대한 후회와 사업의 포기하고자 하는 

욕구를 측정하였다. 재기의 어려움은 실패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로 사업 종결 이후 새로운 사업과 취업 등의 어려움을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

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업의욕은 Bird(1988), Veciana et. al.(2005)의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 이후 토대를 형성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

는 욕구로 정의하고 사업실패에 대한 손실과 위험에도 불구

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욕구와 다른 사람에게 권유의도를 측

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에 이르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사장의 특성으로는 성별, 교육, 연령, 업종, 자본금, 사

업경험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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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방법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

석(Analysis of Frequency)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정(Reliability Test)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

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Ⅵ.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특성

변수
사업 경험 (N=251)

빈도 비율

성별
남성
여성

209
38

84.6
15.4

교육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23
135
89

9.3
53.8
35.5

연령

35 이하
36 ~ 43
44 ~ 50
51 이상

35
59
89
64

14.2
23.9
36.0
25.9

업종

제조 및 건설업
유통(도소매업)

서비스
기타

81
31
76
40

35.5
13.6
33.3
17.5

자본금

1억 미만
2 ~ 10억
11억 이상

88
101
30

40.2
46.1
13.7

평균 7.32(17.91)

사업 경험

5년 미만
6 ~ 10년
11년 이상

91
67
55

42.7
31.5
25.8

평균 8.65(7.19)

4.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은 측정지표가 구성개념에 대한 적

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표 2> 타탕성과 신뢰도 검증 결과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검증 방법은 각각의 측정항목에 대하

여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한다. 요인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변수들을 최소한으로 축소하여 공통 

항목으로 묶는 방법이다. 요인추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으로 

직각회전방법인 varimax rot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치(eigenvalue)를 기반으로 요인의 수

를 결정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최종 7개 차원으로 요인이 분류

되었으며, 모든 요인의 누적분산은 71.02%로 나타났다. Lattin 
et al.(2003)은 요인분석에서 총 분산의 50% 이상을 설명하면 

모형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측

1 2 3 4 5 6 7

파산

실패한 기업을 처리하는 제
도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845 -.056 -.159 .062 .017 -.250 .046

실패한 기업에게 파산제도
는 이용하기 쉽다.

.832 .034 -.090 .041 -.057 .013 -.060

실패한 기업을 정리하는 절
차가 간편하다.

.827 .009 .068 .057 -.100 -.013 -.148

실패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유무형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753 -.130 -.127 .073 .045 -.202 .102

우리나라 파산기업 처리제
도는 믿을 만하다.

.729 -.035 .128 .063 -.107 .015 -.292

사업
중단
의욕

사업을 시작한 것을 후회
하고 있다.

-.022 .846 -.078 -.237 .064 -.012 .058

큰 손실만 없다면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

.000 .782 .052 -.218 .214 .040 -.051

사업포기를 생각한 적이 
있다.

-.078 .768 .156 .080 .108 -.032 -.125

사업을 하면 할수록 기업
가만 손해를 본다.

-.043 .763 -.017 -.163 -.010 .207 .280

차
입
금

차입금으로 기업인은 손실
을 보게 될 것이다.

.026 .055 .858 .063 -.005 .164 .162

차입금이 사업종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057 .022 .829 -.017 .136 .092 .162

기업이 없어지더라도 차입
금은 남아서 기업인을 괴롭
힐 것이다.

-.241 .052 .605 .071 .063 .051 .396

사업
의도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
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매
력적이다.

.021 -.160 -.019 .896 -.075 .054 .046

사업에는 많은 위험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업(창
업)을 하고 싶다

-.005 -.237 -.030 .853 -.054 -.018 .07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251 -.048 .115 .666 .011 -.107 -.156

재기
의
어려
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050 .093 .020 -.009 .815 .201 .201

다시 취업하기가 어려울 것
이다.

-.072 .097 .309 -.018 .780 .028 -.098

실패한 기업인에게 새로운 
기업운영의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142 .161 -.068 -.100 .755 .142 .087

투자
금 
손실

기업가는 사업(투자) 자금을 
잃을 것이다.

-.103 .037 .204 .007 .123 .856 -.011

기업가는 투자금 손실로 고
통 받을 것이다.

-.116 .079 .192 .045 .123 .785 .143

기업가의 투자금에 대한 금
전적 손실금액을 예측 하기 
어렵다.

-.184 .027 -.210 -.299 .263 .518 .142

폐업
정리 
어려
움

차입금이 많을수록 사업가
는 사업을 종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153 .036 .191 .002 .029 .096 .783

기업가는 기업의 차입금에 
대하여 페업 후에도 무한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
이다.

-.027 .014 .391 -.057 .184 .096 .644

고유치 3.433 2.666 2.320 2.242 2.097 1.900 1.679

분산 14.924 11.592 10.085 9.749 9.117 8.261 7.298

누적분산 14.924 26.516 36.601 46.350 55.467 63.728 71.026

신뢰도 .856 .834 .781 .789 .755 .748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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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이 요인분석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검증을 실시하였

다. 검증결과 KMO=.737, x=174.31(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

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신뢰성 검증을 위한 개별항목과 전체항목간의 

Cronbach alpha를 통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확인

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조사도구 신뢰도는 문제 없음을 확인하였다.

4.3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측정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1.021∼7.227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변수들 사이에는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방법

의 적용을 위해서는 종속변수 오차항 사이에 자기상관성이 

없어야 하는데, Durbin-Watson 기법으로 오차항의 자기상관성

은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70으로 기준 값인 

2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오차항의 자기상관의 문제가 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통

제변수와 본 연구의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사업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Ⅳ-3>와 같다.
가설검증 결과 모형 1의 F값이 2.142(P<.05)로 나타나 회귀

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사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업 업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타 업종보다 

유통(도소매업)인 경우에 사업의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F값이 3.173(P<.001)로 나타나 회귀분석 모형의 적

합성을 확인하였다. 사업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

는 통제변수는 사업 업종, 차입금, 파산제도, 사업중단 의욕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타 업종보다 유통(도소매업)인 경

우에 사업의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입금과 

파산제도는 사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입금

에 대한 부담감이 많을수록 사업의욕이 감소하며, 그리고 파

산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사업의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중단 의욕은 사업의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중단 의욕이 높을수록 사

업의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업의욕

*p<.05 **p<.01 ***p<.001 기준변수 : 직업(기타)

Ⅴ. 결 론
  
기업연구에 있어서 창업과 폐업을 주도하는 기업 활동의 주

요 주체(player)인 기업가 연구가 기업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

하다.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면 경영의 계속, 자산매각과 같은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워크아웃, 도산

신청 등 다양한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업이 

실패하는 경우에 기업가들이 부담하는 실패비용을 제대로 파

악하여야 사업가들의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업종결시 발생하는 재무적 비용, 사업종결시스

템, 심리적 비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러한 비용이 사업의욕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사업의욕에 영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차입금, 파산제도, 사업중단 의

욕으로 나타났다.
첫째, 차입금의 부담감이 클수록 사업의욕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이나 현금 

흐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 이

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지

급하지 못하고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으로 차입금의 원

금을 상환하기에 어려움이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부실기업으로 평가되어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

므로 기업의 원활한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의 원

활한 공급이 필요한데 기존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만 있으면 부실기업이라도 자

금을 공급하고, 물적 담보가 없으면 우량기업이라도 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변수
모형 1 모형 2

b β b β

(Constant) .889 　 1.039 　

성별 .107 033 .049 .015

연령 .023 .164 .020 .142

학력 .180 .144 .196 .156

업종 : 제조 및 건설업 .364 .148 .331 .134

업종 : 유통(도소매업) 1.432* .381 1.312* .350

업종 : 서비스 .699 .268 .424 .162

자본금 .001 .019 -.002 -.038

사업 경험 -.011 -.064 -.003 -.020

차입금 　 　 -.133* -.253

파산 제도 　 　 .079* .202

사업실패 후 재기 
어려움

　 　 -.001 -.002

투자금 손실 　 　 -.076 -.137

폐업 어려움 　 　 -.080 -.113

사업 중단 　 　 -.076** -.230

F 2.142* 3.173***

R2 .129 .288

수정된 R2 .069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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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확대

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종결시스템 중 파산제도의 긍정적 인식이 사업의

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출은 시

장경쟁의 결과로서 경쟁에서 실패한 기업의 퇴출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법적인 기업퇴출에는 채

권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으며, 파산제도

가 갖는 개별제도들의 내용과 문제점이 있으나 기업퇴출과정

에서 사업자의 과도한 재무적 어려움과 회생절차의 어려움 

등은 반기업 정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기업가들이 사업의욕

을 잃게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사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높

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생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의 구축

과 과련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심리적 비용 중 사업중단의욕이 높을수록 사업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가가 사업에 포기와 

정리를 원한다는 것은 기업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을 둘러싼 제도의 미비와 불완전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

의 증가는 결국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며, 기업환경의 악화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어렵게 하고,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나 

소규모 기업화경 개선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기반시설 개

선을 통한 물류 및 이동여건, 사업장 환경 개선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중

소기업의 여전히 창업, 허가취득, 인력고용, 재산등록, 세금납

부, 국제무역, 계약이행, 자금조달 및 폐업 등에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기업환경을 개

선하여 사업가가 사업중단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기업가들이 감당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업가들의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사업실

패 시에 부담해야 하는 재무적 비용뿐만 아니라 심리적 비용

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사업

종결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 많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기업가의 사업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다양한 기업 경험

의 표본을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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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urdens of Business Failur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Ha, Kyu Soo**

Park, Bae Jin***

Abstract

It is not easy to go on business. Many businesses are fails for many reas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ongoing 
business intention of entrepreneurs that were related to the business burdens such as economic loss, psychological stress, bankruptcy and 
other failure stresses. To study this search, wide surveys were conducted targeting entrepreneurs of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About 300 research papers were distributed and 260 papers were collected and 247 questionar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nd SPSS 
24.0 programs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debt burdens. If the burdens of 
debt were high, ongoing entrepreneur intention went down. Second, the recognition of bankruptcy systems gave positive impacts for the 
entrepreneurs of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Third, among the psychological costs, the intention of business stop gave negative 
impacts to ongoing business intention. 

There are many obstacles and difficulties in real business world. Especially in Korea failure costs are considered to individual costs 
and responsibilities. However, countries such as U.S., E.U. and Israel, the costs of failures considered to social costs. According to this 
study, burdens related to business failure were closely related to entrepreneur intentions. Therefor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verse solutions to easy business burden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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