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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성과모델인 ERIS모델과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창업지속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과 수정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한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은 창업가, 자원, 산업환경, 전략의 4가지 분류와 하위구분 8개, 세부요인 54개로 분석되었으며 수정된 델파이 기법을 통해 창

업지속요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을 구조화한 결과, 리더십, 문화, 사람, 

시스템, 환경의 5가지 분류 아래 ERIS모델에 기반하여 창업지속요인을 구조화하여 통합 프레임웍(ERIS-R)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 분석결과,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창업성공과 창업지속성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

용되고 있었다. 둘째, ERIS모델을 기반으로 한 창업성과와 창업지속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공통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창업지속요인에 대한 수정된 델파이 분석 결과, 창업가 개인과 기업의 일반적 특징은 실제로 창업지속성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조직 리질리언스 개념을 중심으로 창업지속요인을 ERIS모델에 기반하여 분석했다는 것과 점차 확장되고 있는 창업 육성·지

원 분야에서 ERIS모델에 전략(Strategy)을 시스템(System)으로 포괄하여 조직 리질리언스(Organization resilience)를 R로 연결한 통합 

프레임웍(ERIS-R)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기업에서는 수시로 직면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예측, 예방 및 극복할 수 있는 창업기업 지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 창업기업 지원 기관에서는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할 수 있

는 육성 및 지원 정책 개발, 성과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주제어: 창업, 창업지속요인, 조직 리질리언스, ERIS모델, 델파이 기법

Ⅰ. 서론

창업이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김향덕·
이철규, 2018),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 역시 일자리 고용 문제 

해결,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존기업의 성장 발전 지원에서 벤처 창업기업 육성으

로 전환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c).
이에 따라 창업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패러다임 변환

기에 있는 창업정책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창업촉진을 넘어 지속적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이 수

반되어야 한다(김만수·강재원, 2021). 이에 따라 지금까지 주

로 논의되었던 창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

석을 통한 창업지속성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성과와 창업지

속성에 대한 융합적인 관점에서 창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창업지속성과 창업성과의 정착을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차별

화된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창업생태계 안에는 

창업지속성과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다(남대현 외, 2020). 그러나 창업성과에 대한 연구

가 다방면에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가의 특성, 
역량,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치중되거나(이설빈, 
2017), 외국의 경우에는 기술창업 혹은 중‧대규모 기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송일호, 2019). 따라서 창업지속성과 창

업성과에 대한 융합적인 관점이 반영된 창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속성과 창업성과에 관한 체계적인 구조가 필

요하다. ERIS모델의 경우 대표적인 창업 성공요인의 분석모

델로, 창업성과는 창업가, 자원, 산업환경 및 전략 등 요인들

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모델이다(황정섭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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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속성에 관점에서는 조직의 회복과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조직 리질리언스(Organization 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조직 리질리언스는 개인의 리질리언스

와 조직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단순한 회복을 넘어, 문

제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버리고 반복적인 피해를 발생시

키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여 이전과는 다른 시스템을 만들

어내는 창발성(Emergence)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창업의 성공

에 국한되지 않고 성공적인 창업이 지속될 때 창업생태계는 

선순환하게 된다(박재환 외, 2012). 따라서 창업생태계의 선순

환을 위해 창업성과에 기반하고 조직 리질리언스를 포괄하는 

창업지속성의 통합 지원 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업성과모델인 ERIS모델과 조직 리질리언

스를 중심으로 창업지속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기업이 수시로 직면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문제를 예측, 예방 및 극복할 수 있는 창업기업 지

속성을 높이고, 창업기업 지원 기관이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육성 및 지원 정책 개발, 성과관리 등

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기업 지속요인

국내 신설법인은 2020년 12.3만개, 벤처투자 4.3조원, 벤처펀

드 6.6조원으로 국내 창업·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b). 창업·벤처기업이 일자리창출 정

책의 수단이자 고용없는 성장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

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김향덕·이철규, 2018).
중소벤처기업부(2021a)는 COVID 19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타계하고자 유망 벤처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

의 혁신 벤처·창업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

신 벤처·창업기업의 육성 부분에는 약 4조의 예산을 투입하기

로 결정하고, ‘제2 벤처붐’ 지속성을 위해 벤처강국을 위한 ｢
세계 4대 벤처강국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발표하고, 벤처기업 

세계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시장 확대, 회수시장 활성화의 3
가지 추진전략과 하위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제2벤처붐’에 대해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사라진 

제1 벤처붐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

고 있다. ‘제2 벤처붐’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창업육성 방안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창업기업의 지속요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의 지속요인은 사업특성과 조직, 창업환경, 프로세

스, 프레임워크로 구분된다(Gartner, 1985). 창업지속 영향 요

인은 곽동철 외(2016)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 재무특성,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매출액, 이익, 이자보상배율, 업종, 지역 등이 

있다. 또한, 이설빈(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기업 지속 및 성

장 가능성 요인을 창업가정신, 혁신성, 기술성, 경제성으로 도

출하였으며, 홍정임·김선우(2021)는 Brush et al.(2009)의 5M모

델을 기반으로 여성창업가의 성공과 혁신의 관점에서 지속력 

구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김인숙·양지희(2021)는 창업지

속요인을 창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이며, 
창업지속가능성은 창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미

래의 창업유지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체계적 개념으로 정의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인숙·양지희(2021)의 연구적 관점

을 중심으로 창업지속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2.2. 창업기업과 ERIS모델

ERIS모델은 벤처·창업기업 성과를 창업가(Entrepreneur), 자원

(Resource) 및 산업환경(Industry Environment)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ERIS모델은 초기 ERI
모델(Sandberg & Hofer, 1987)에 전략(Strategy)을 추가(한정화·
신중경, 2004)하여 ERIS모델로 확장된 것이다. ERIS모델에서 

창업기업 성과의 핵심은 창업가와 자원, 산업환경과 전략이 

상호작용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복합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창업가 요소는 창업가와 관련된 일련

의 정신, 행동 등이 포함되며, 자원 요소는 창업기업이 제공

하는 제품과 서비스 관련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유형자원과 

더불어 인적자원, 네트워킹 능력, 조직문화와 같은 무형자원

이 포함된다. 산업환경 요소는 기업의 경영성과나 수익성 관

점으로(Porter, 1985), 산업내 경쟁강도, 신규 기업의 진출, 대

체품, 공급자 관점, 구매자 관점이 포함된다. 전략(Strategy) 요
소는 산업환경에 대응하는 일련의 경영전략으로 창업단계에

서 핵심적 의사결정을 통한 경쟁우위 전략과 전략적 제휴가 

포함된다.
이상과 같이 ERIS모델의 각 요소는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며, 각 요소 간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 영

향을 미친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통한 창업지속성

은 창업가의 개인적 능력 및 제휴를 바탕으로 한 자원축적과 

산업선택, 축적된 자원을 통한 전략 수립, 이를 통한 경쟁 결

과의 순환 능력이다. 따라서 창업가는 높은 경영성과를 위해

서 각 요소들을 고려하여 환경변화를 읽고, 자사의 자원, 역

량 분석 및 평가를 바탕으로 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3. 창업기업과 조직 리질리언스

창업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끊임

없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수시로 위험요소에 직면하여 

사업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Gulati(2010)는 리질리언스

(Resilience)를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Gulati(2010)에 

의하면 리질리언스는 개인이나 조직, 사회적 관점에서 지속가

능한 발전의 중요요소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좋은 성과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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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질리언스(Resilience)는 1900년대에 등장한 개념으로 ‘다시 

뛰어오르다(to jump back)’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학술적으로는 생태학자 C. S. Holling이 1973년에 처음 언급하

였으며, Holling(1973)은 리질리언스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

연적·인위적 재난이나 환경변화로 인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할 

때 생태계가 충격을 흡수하고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리질리언스 개념은 심리학(Werner & Smith, 
1977)과 생태학(Holling, 1973) 분야에서 사용되어 오다가 이후

에 경영학(Sheffi & Rice, 2005), 조직연구(Sutcliffe, 2003; 
Weick, 1993) 등 다양한 학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개인 리질리언스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

에는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조직 생존과 번영 특성에 대한 

관점으로 변화되었고(Corey & Deitch, 2011), 조직 변화와 대

응력, 조직 혁신과 유연성을 위한 조직 리질리언스에 대한 관

심으로 확장되고 있다(Denhardt & Denhardt, 2010).
조직 리질리언스 관점은 자연과학적 리질리언스와 같이 예

측하지 못한 역경의 상황으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능력(Horne & Orr, 1998)과 단순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역량

과 기회를 창출하는 확장된 능력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나뉜다(Coutu, 2002). 창업 패러다임에서 조직 리질리언스는 

단순히 역경의 상황이 발생된 이전 상태로의 회복 관점이 아

닌, 문제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피해를 반복적으로 발생

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이전과 다른 시스

템을 구축하는 창발성(Emergence)을 포함하는 후자의 개념으

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에서 조직 리질리언스를 높

이기 위해서는 크게 조직 내 구성원의 리질리언스를 강화시

키는 방법(Lengnick-Hall & Beck, 2011)과 분권화된 조직구조

에 기반하여 조직 리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법(Kantur & 
İşeri-Say, 2012; Sheffi & Rice, 2005)으로 구분된다. Bell(2002)
은 조직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원칙으로 리더

십(Leadership), 문화(Culture), 사람(People), 시스템(Systems), 환

경(Settings)을 제시하였다.
Bell(2002)의 기업 조직 리질리언스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리더십은 지속적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감수와 위험억제 

사이의 균형, 위험 최소화라는 맥락에서 우선순위 설정, 효율

적인 자원배분, 몰입을 이끄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문화는 조

직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신뢰, 책임감, 구성원들과 공유된 목

적, 임파워먼트를 의미한다. 사람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효과

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기술과 회복탄력적인 구성원의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및 선발체계 등을 의미한다. 시스템은 광

범위한 기업 제휴 및 정보 견고성 기반의 협력적 인프라 구

축을 통한 조직 민첩성과 유연성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은 작업공간의 물리적 배치 및 공간의 물리적 분산을 통

해 업무 중단의 위험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과를 위한 ERIS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창업지속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절차는 다

음의 <표 1>과 같다.

단계 구분 세부내용

1단계
체계적 
문헌고찰

핵심질문 정의 창업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요인은 무엇인가?

문헌검색
주제어1(창업+지속) : 1,259건

주제어2(사업+지속+요인) : 2,347건 

문헌선정 및 
선별

1차선별(중복제거 및 KCI등재지 선별) : 1,351건
주제어1(창업+지속) : 505건

주제어2(사업+지속+요인) : 846건

2차 선별(원문유무 및 제목) : 1,183건

3차 선별(초록 및 내용 검토) : 33건 

최종 문헌 
선정

연구진 협의를 통한 최종 선별 : 20건

2단계 델파이 기법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

3단계
델파이
기법

1차 조사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 정의 및 분류

창업지속요인 하위요인 적합성 분석
각 하위요인 별 조직 리질리언스 구성개념 분류

2차 조사
창업지속요인 하위요인 적합성 분석

각 하위요인 별 조직 리질리언스 적합성 분석

4단계 리질리언스 개념 중심 ERIS모델에 따른 창업지속요인 도출

<표 1> 연구절차

<표 1>과 같이 1단계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첫째, 핵심질

문은 연구목적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요인은 

무엇인가?’로 정의하였다. 
둘째, 문헌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 등록된 논문 

중 주제어를 ‘사업, 지속, 요인’과 ‘창업, 지속’으로 하여 각각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주제어가 ‘사업, 지속, 요인’ 관련 연구

는 2,374건, ‘창업, 지속’ 관련 연구는 1,259건이 검색되었다. 
셋째, 적합성 향상을 위해 학위논문, 단행본, 연구보고서, 해

외학술지 등을 제외하고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

로 검색한 결과, 총 3,633건을 선별하였다.
넷째, 문헌선정 및 선별을 위해 중복된 논문을 1차로 제외

하였으며,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KCI)에 등록

된 논문 1,351건을 선별하였다. 2차로 개별 논문의 원문 유무

와 제목을 검토하여 연관성이 낮은 논문을 제외하고 1,183건
을 선별하였다. 3차로 요약(초록), 주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연관성이 낮은 논문을 제외하고 33건을 선별하여 연구진 합

의를 통해 최종 20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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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델파이 기법 적용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바

탕으로 창업지속요인 도출을 위한 델파이 설문지를 개발하였

다. 델파이 기법은 1차 조사에서 개방적으로 수집된 전문가 

집단의 비구조화 의견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개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부터 구조화 설문을 적용하는 

수정된 델파이 기법(Modified Delphi Method)을 적용하였다.
3단계에서는 2차에 걸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창업지속

요인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 개발된 구조화된 설

문지를 활용하여 예비창업가, 창업가, 창업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를 13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에서 9월까지 총 2개월

에 걸쳐 1,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COVID 19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인원 대면 전달 및 E-Mail 등 비대면의 혼합

방식을 적용하여 13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

며 100% 회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정된 델파이 전문가 

패널은 총 13명으로 세부 사항은 <표 2>와 같다.

구분 자격기준 인원

창업가

예비창업가
창업지원사업 참가경험 있는 

예비 창업기업의 대표
2

실제 창업가 창업지원사업 참가경험 있는 창업기업의 대표 6

전문가

기업체 임직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으로 창업지원 경력 3년 이상인 

과장급 이상 전문가
2

교수
창업 퍼실리테이팅 경험이 3년 이상인 

박사학위의 전문가
3

<표 2> 델파이 패널

1차 조사에서는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 정의 및 분류, 
창업지속요인 하위요인 적합성 분석, 각 하위요인 별 조직 리

질리언스 구성개념을 분류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창업지속

요인 하위요인 및 각 하위요인 별 조직 리질리언스 구성개념

의 적합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한 창업지속요인을 도출하고, 조직 리질리언스 중심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 프레임웍을 최종 완성하였다.

3.2. 자료조사 및 분석

3.2.1. 체계적 문헌고찰

서술적 고찰(Narrative review)과는 달리 체계적 문헌고찰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 종합된 

추정값을 제시하기 때문에, 주관적 오류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인숙·양지희, 2021; 
McAlister et al., 1999). 연구자체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계획을 진행할 수 있기 때

문에 체계적 문헌고찰의 과정은 연구계획 개발 및 핵심질문 

설정, 문헌검색, 문헌분류, 자료추출, 비뚤림 위험 평가, 자료 

분석과 결과 제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안형식·김현정, 
2014; Lewis & Orland, 2004).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중재방법이 존재하는 연구가 아니

므로 비뚤림 위험 평가 대신에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검증을 실시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3.2.2.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알려지

지 않은 조직 문제를 진단·예측·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분석·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조사방법

으로(이종성, 2006), 다양한 지식의 조합과 창의적인 합의를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다(Rowe & Wright, 2001). 델파이 조사에서 신뢰할만한 전

문가 패널 의견의 합의 수준은 리커트 5점 척도 기준으로 평

균점수가 3.75이상일 때, 혹은 표준편차가 1.00미만일 때 그 

항목이 중요하고 수용할만한 수준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Williams & Webb, 1994). 델파이 기법의 절차는 전문가 패널 

선정 및 전문가 패널의 반복적인 합의도출의 순으로 진행된

다. 전문가 패널 선정의 경우, 표준이 되는 특정 기준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이종성, 2006), 연구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전문가를 참가자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 패

널의 반복적인 합의도출에서는 1차적으로 각 전문가의 경험

지식을 수집하는 단계를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에서 비구조화된 개방형 문항 대신 

1차 조사부터 구조화 문항을 사용한 수정된 델파이 기법

(Murray & Hammons, 1995)을 활용하였다. 수정된 델파이 기

법(Modified Delphi method)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변형된 기법

으로 전문가 패널에 의해 구조화된 응답이 아닌 연구자에 의

해 처음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문가를 통해 연

구자가 제시한 개념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법이다

(Murray & Hammons, 1995). 수정된 델파이는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나 이전 응답으로부터 추론된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결론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이
종성 2006; 박도순, 2001). 그러나 수정된 델파이 기법에서는 

구조화된 폐쇄형 문항의 설문에 비구조화된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데 어려움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 수집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정현민,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델파이 조사는 2차례 이상 진행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에 따라(이기봉·이상혁, 2015; 박희영, 
2012),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통해 도출된 창업지속요인을 

구조화시킨 설문조사에 비구조화된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여 

총 2차에 걸친 수정된 델파이를 실시하였다. 이기봉·이상혁

(2015)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전문가 패널이 공통적으로 지

적한 부분 중 연구자가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표현

을 수정하였고,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CVR 비율을 고려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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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VER.26과 Excel 201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정된 델파이 1, 2차 조사자료는 각 

요인별 평균(M), 표준편차(SD), 중위수(Md), 사분위수(IQR) 및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분석하였다. 또한 2차 델파이 조사 

자료는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

(cronbach's ⍺)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ERIS모델에 기반한 창업지속요인을 도출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창업지속요인 도출결과

4.1.1. 일반적 특성

창업지속요인 도출을 위하여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선정된 논문은 2003년 1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9편이었

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창업지속요인 논문을 게

재연도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일반적 특성 : 게재연도별 분석결과

발행기관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대학 관련 분야에서 3편
(15.78%), 경영·산업 관련 분야에서 6편(31.56%)이 게재되었다. 
벤처·창업 분야에서는 8편(42.08%)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으

며, 기타로 디지털,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지속요

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발행기관으로는 한국벤처창업

학회가 5편(26.32%)으로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이 게재되었으

며, 한국창업학회와 한국노동경제학회가 각 2편(10.53%)이 게

재되었다. 발행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
과 같다.

4.1.2.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 도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창업지속요인은 ERIS모델의 

창업가, 자원, 산업환경, 전략의 4가지 요인에 따라 총 하위 8
개, 세부요인 54개로 분석되었다.
첫째, ERIS모델의 창업가 영역(Entrepreneur)은 창업가 역량

과 조직화 역량으로 분류되었고, 창업가 역량은 일반적 특징

과 기업가정신으로 분류되었다. 창업가 역량의 일반적 특성은 

창업가 개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공동창업 여

부, 학력 및 교육수준, 성별, 연령, 창업 전 취업형태, 창업경

험, 창업교육 및 멘토링의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창

업가 역량 중 기업가정신은 창업가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가

치관 혹은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도전의식, 리더십, 목표지향

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개발, 높은 창업동기, 판단력의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조직화 역량은 기업 조직화와 

관련된 창업가와 소속 직원들의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술

력 및 전문성, 리더의 경영능력,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역할

책임 배분, 혁신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ERIS모델의 자원 영역(Resource)은 기업의 특성과 자

원으로 분류되었고, 자원은 유형자원, 무형자원으로 분류되었

다. 기업의 특성은 창업기업의 일반적 특성으로 정의하였으

며, 기업의 규모, 사업준비 기간, 업종, 소속 직원의 수 및 구

성, 설립 형태, 투자유치 유무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

다. 자원 중 유형자원은 창업기업이 보유하거나 기업에 영향

을 미치는 유형의 자원으로 정의하였으며, 가용자본, 매출액, 
부채비율, 재무자원 보유, 창업자금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자원 중 무형자원은 창업기업이 보유하거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자원으로 정의하였으며, 브랜드 기술

력,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재산권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었다. 
셋째, ERIS모델의 산업환경(Industry Environment)은 환경특성

과 진입장벽으로 분류되었다. 환경특성은 창업기업과 관련된 

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유관단체  

가입 유무, 지역사회(정부 등)와의 연계성, 지역사회(정부 등)
와의 지원, 창업지원정책, 창업편의성, 환경동태성의 7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진입장벽은 창업기업이 특정한 산업에 

진입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하는 유·무형의 장애물로 정의하였

으며, 경쟁기업의 매출액, 경쟁기업의 인지도, 시장 경쟁상황 

및 전망, 사업전략과 산업구조의 이질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ERIS모델의 전략(Strategy)은 경쟁전략과 연속화전략으

로 분류되었다. 경쟁전략이란 특정 제품과 시장분야에서 경쟁

발행기관 논문수 비율

대학 
관련분야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1 5.26%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 5.26%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1 5.26%

경영·
산업 

관련분야

한국기업경영학회 1 5.26%

한국노동경제학회 2 10.53%

한국산업정보학회 1 5.26%

한국산학기술학회 1 5.26%

<표 3> 일반적 특성 : 발행기관 중심 분석결과

한국중소기업학회 1 5.26%

벤처·
창업 

관련분야

한국벤처창업학회 5 26.32%

한국창업학회 2 10.53%

한국프랜차이즈학회 1 5.26%

기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 5.2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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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다 경쟁적 우위에 서기 위한 일련의 전략으로 정의하

였으며, 기술활용력, 생산관리력, 시장경쟁력, 시장지향성, 영

업이익 증감, 조직지원력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연

속화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위한 기업이 진행하는 일

련의 전략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다양

한 승계전략, 지속적 투자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RIS 대구분 소구분 정의 하위요인

E

창업가 
역량

일반적 
특성

창업가 개인의 일반적 특성

공동창업  여부, 학력 
및 교육수준, 성별,

연령, 창업 전 취업형태,
창업경험, 창업교육 및 

멘토링

기업가
정신

창업가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관 혹은 태도

도전의식, 리더십,
목표지향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개발,
높은 창업동기, 판단력

조직화 역량
기업 조직화와 관련된 
창업가와 소속 직원들의 

역량

기술력  및 전문성,
리더의 경영능력,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역할책임 배분, 혁신성

R

기업 특성 창업기업의 일반적 특성

기업의  규모, 사업준비 
기간, 업종, 소속 직원의 
수 및 구성, 설립 형태,

투자유치 유무

자원

유형자원
창업기업이 보유하거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자원

가용자본, 매출액,
부채비율, 재무자원 
보유, 창업자금

무형자원
창업기업이 보유하거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자원

브랜드의 기술력,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재산권

I

환경특성
창업기업과 관련된 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유관단체  가입 유무,
지역사회(정부 등)와의 

연계성,지역사회
(정부 등)와의 지원,

창업지원정책,
창업편의성, 환경동태성

진입장벽
창업기업이 특정한 산업에 
진입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하는 유·무형의 장애물

경쟁기업의 매출액,
경쟁기업의 인지도,

시장 경쟁상황 및 전망,
사업전략과 산업구조의 

이질성

S

경쟁전략
특정 제품과 시장분야에서 
경쟁기업보다 경쟁적 우위에 

서기 위한 일련의 전략 

기술활용력, 생산관리력,
시장경쟁력, 시장지향성,

영업이익 증감,
조직지원력

연속화전략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위한 
기업이 진행하는 일련의 전략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다양한 

승계전략, 지속적 투자

<표 4>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창업지속요인 분석

4.2. 창업지속요인 적합성 분석

4.2.1. 델파이 1차 조사 분석결과

델파이 1차 조사 분석결과는 첫째,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

요인 창업지속요인의 정의에서는 창업가 영역(Entrepreneur)의 

기업가정신이 기업가 지향성으로 수정되었고, 전략(Strategy) 
영역의 경쟁전략이 기업가적 전략으로 수정되었다. 창업지속

요인 분류에서는 창업가 영역(Entrepreneur)의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이 자기개발에서 창조성으로, 판단력에서 추진력으로 

수정되었으며 높은 창업동기는 조직화 역량의 혁신성과 결합

하여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으로 재분류되었다. 또한, 자원 

영역(Resource) 중 유형자원의 재무자원 보유는 현금유동성 

보유로 수정되었으며, 전략(Strategy) 영역의 경쟁전략 중 시장

지향성은 고객지향성으로 영업이익 증감은 재무건전성으로 

수정되었다. 연속화전략에서는 다양한 승계전략이 승계전략으

로 지속적 투자가 적기 투자로 수정되었다. 델파이 1차 조사 

분석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정의

ERIS : E-창업가역량
기업가정신(창업가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관 혹은 태도)

ERIS : E-창업가역량
기업가 지향성(개인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적·행동적 특성)

ERIS : S-경쟁전략
경쟁전략(특정 제품과 시장분야에서 
경쟁기업보다 경쟁적 우위에 서기 

위한 일련의 전략)

ERIS : S-기업가적 전략
기업가적 전략(경쟁기업보다 경쟁적 
우위에 서기 위한 일련의 전략)

항목

ERIS : E-창업가역량
도전의식, 리더십, 목표지향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자기개발,

높은 창업동기, 판단력

ERIS : E-창업가역량
도전의식, 리더십, 목표지향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창조성,

혁신성, 추진력

ERIS : E-조직화 역량
기술력 및 전문성, 리더의 경영능력,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역할책임 

배분, 혁신성(이동)

ERIS : E-조직화 역량
기술력  및 전문성, 리더의 

경영능력,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역할책임 배분

ERIS : R-자원-유형자원
가용자본, 매출액, 부채비율,
재무자원 보유, 창업자금

ERIS : R-자원-유형자원
가용자본, 매출액, 부채비율,
현금유동성 보유, 창업자금

ERIS : S-경쟁전략
기술활용력, 생산관리력,

시장경쟁력, 시장지향성, 영업이익 
증감, 조직지원력

ERIS : S-기업가적 전략
기술활용력, 생산관리력,
시장경쟁력, 고객지향성,
재무건전성, 조직지원력

ERIS : S-연속화 전략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다양한 

승계전략, 지속적 투자

ERIS : S-연속화 전략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승계전략,

적기 투자

<표 5> 1차 델파이: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 정의 및 분류

둘째, 창업지속요인 하위요인 적합성과 관련하여 리커트

(Likert) 5점 척도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창업지속요인
M SD Md

IQR
CVR

구분 하위요인 1Q 3Q

E

공동창업  여부 3.31 0.85 3.00 3.00 4.00 -0.23

학력 및 교육수준 3.54 0.78 4.00 3.00 4.00 0.08

성별 3.00 0.82 3.00 2.00 4.00 -0.38

연령 3.23 0.73 3.00 3.00 4.00 -0.23

창업 전 취업형태 3.31 0.85 3.00 3.00 4.00 -0.23

창업경험 4.38 0.77 5.00 4.00 5.00 0.69

창업교육 및 멘토링 3.85 0.90 4.00 3.00 4.50 0.38

도전의식 4.69 0.48 5.00 4.00 5.00 1.00

<표 6> 1차 델파이: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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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Lawshe(1975)의 연구에서 13인 패널의 내용

타당도 비율(CVR) 최솟값인 0.54를 기준으로, 내용타당도가 

0.54미만인 하위요인을 제외하였다. 델파이 1차 조사 분석결

과 도출된 창업지속요인의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ERIS 대구분 소구분 정의 하위요인

E

창업가 
역량

일반적 
특성

창업가 개인의 일반적 특성 창업경험

기업가
지향성

개인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적·행동적 특성

도전의식, 목표지향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창조성, 혁신성, 추진력

조직화 역량
기업 조직화와 관련된 창업가와 

소속 직원들의 역량

기술력 및 전문성,
리더의 경영능력,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역할책임 배분

R

기업 특성 창업기업의 일반적 특성 투자유치 유무

자원

유형자원
창업기업이 보유하거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자원

가용자본, 매출액,
현금유동성 보유,

창업자금

무형자원
창업기업이 보유하거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자원

브랜드의 기술력,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재산권

I

환경특성
창업기업과 관련된 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지역사회(정부 등)와의 
지원, 창업지원정책,

창업편의성

진입장벽
창업기업이 특정한 산업에 

진입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하는 
유·무형의 장애물

경쟁기업의 인지도, 시장 
경쟁상황 및 전망

S

기업가적 전략
경쟁기업보다 경쟁적 우위에 

서기 위한 일련의 전략 

기술활용력, 생산관리력,
시장경쟁력, 고객지향성,
재무건전성, 조직지원력

연속화전략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위한 
기업이 진행하는 일련의 전략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적기 투자

<표 7> 1차 델파이를 통한 창업지속요인 적합성 분석

셋째, 창업지속요인의 각 하위요인 별 조직 리질리언스 구

성개념의 분류는 전문가 패널의 50%이상의 합의를 거쳐 진행

되었다. 분석결과, 리더십 영역의 12개 하위요인, 조직문화 영

역의 3개 하위요인, 사람 영역의 8개 하위요인, 시스템 영역

의 21개 하위요인, 환경 영역의 12개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

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리더십 4.23 0.93 5.00 3.00 5.00 0.38

목표지향성 4.77 0.44 5.00 4.50 5.00 1.00

성취욕구 4.69 0.48 5.00 4.00 5.00 1.00

위험감수성 4.38 0.65 4.00 4.00 5.00 0.85

자기개발 4.31 0.75 4.00 4.00 5.00 0.69

높은 창업동기 4.54 0.52 5.00 4.00 5.00 1.00

판단력 4.54 0.52 5.00 4.00 5.00 1.00

기술력  및 전문성 4.23 0.60 4.00 4.00 5.00 0.85

리더의 경영능력 4.28 0.77 5.00 4.00 5.00 0.69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4.77 0.44 5.00 4.50 5.00 1.00

역할책임 배분 4.23 0.60 4.00 4.00 5.00 0.85

혁신성 4.08 0.76 4.00 3.50 5.00 0.54

R

기업의  규모 3.69 0.85 4.00 3.00 4.00 0.23

사업준비 기간 3.31 0.75 3.00 3.00 4.00 -0.08

업종 3.54 1.13 4.00 2.50 5.00 0.08

소속 직원의 수 및 구성 3.69 0.75 4.00 3.00 4.00 0.38

설립 형태 3.38 1.33 3.00 2.50 5.00 -0.23

투자유치 유무 4.08 0.86 4.00 4.00 5.00 0.69

가용자본 4.38 0.96 5.00 4.00 5.00 0.69

매출액 4.31 1.11 5.00 4.00 5.00 0.69

부채비율 3.92 1.12 4.00 3.00 5.00 0.38

재무자원 보유 4.00 0.91 4.00 3.50 5.00 0.54

창업자금 4.15 0.99 4.00 3.50 5.00 0.54

브랜드의 기술력 4.46 0.66 5.00 4.00 5.00 0.85

사회적 네트워크 4.31 0.85 4.00 4.00 5.00 0.85

지식재산권 4.46 0.78 5.00 4.00 5.00 0.69

I

유관단체 가입 유무 3.15 0.90 3.00 3.00 3.50 -0.54

지역사회(정부 등)와의 연계성 3.77 0.60 4.00 3.00 4.00 0.38

지역사회(정부 등)와의 지원 3.92 0.64 4.00 3.50 4.00 0.54

창업지원정책 4.08 0.64 4.00 4.00 4.50 0.69

창업편의성 4.00 0.71 4.00 3.50 4.50 0.54

환경동태성 3.69 1.25 4.00 3.00 5.00 0.23

경쟁기업의 매출액 3.62 1.04 4.00 3.00 4.00 0.23

경쟁기업의 인지도 4.08 1.12 4.00 4.00 5.00 0.69

시장 경쟁상황 및 전망 4.23 1.17 5.00 4.00 5.00 0.69

사업전략과 산업구조의 이질성 3.77 1.09 4.00 3.00 4.50 0.38

S

기술활용력 4.23 0.73 4.00 4.00 5.00 0.69

생산관리력 4.31 0.63 4.00 4.00 5.00 0.85

시장경쟁력 4.54 0.66 5.00 4.00 5.00 0.85

시장지향성 4.69 0.63 5.00 4.50 5.00 0.85

영업이익 증감 4.00 0.82 4.00 4.00 4.50 0.69

조직지원력 4.08 0.76 4.00 3.50 5.00 0.54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4.08 0.76 4.00 3.50 5.00 0.54

다양한 승계전략 3.77 1.01 4.00 3.00 5.00 0.08

지속적 투자 4.38 0.77 5.00 4.00 4.00 0.69

조직 리질리언스 ERIS 창업지속요인

리더십

E

창업경험

도전의식

목표지향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창조성

혁신성

추진력

리더의 경영능력

S

시장경쟁력

시장지향성

적기투자

조직문화
E

창조성

역할책임 배분

S 조직지원력

<표 8> 1차 델파이: 조직 리질리언스 구성개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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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델파이 2차 조사 분석결과

2차 델파이조사 결과는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

석(Reliability Analysis)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주로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0.8이상이면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며, 
0.7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Nunnally, 
1978).
첫째,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 하위요인 적합성에 대해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를 산출한 결과, 전체 항목

에서 0.893으로 높게 산출되었으며, 각 하위요인 별 크론바흐 

알파 계수 역시 0.883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하위요인들의 신

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델파이 2차 조사 분석결과 

도출된 창업지속요인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둘째, 조직 리질리언스 구성개념 분류 적합성에 대한 크론

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를 산출한 결과, 전체 56개의 항

목에서 0.954로 높게 산출되었으며, 각 하위요인 별 크론바흐 

알파 계수 역시 0.951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하위요인들 간 조

직 리질리언스 구성개념 분류 적합성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델파이 2차 조사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사람

E

창업경험

성취욕구

창조성

기술력 및 전문성

리더의 경영능력

역할책임 배분

S
생산관리력

조직지원력

시스템

E

창업경험

기술력 및 전문성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R

투자유치 유무

가용자본

매출액

현금유동성 보유

창업자금

브랜드의 기술력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재산권

I
지역사회(정부 등)의 지원

창업지원정책

S

기술활용력

생산관리력

시장경쟁력

고객지향성

재무건전성

조직지원력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적기투자

환경

R

투자유치 유무

가용자본

매출액

현금유동성 보유

사회적 네트워크

I

창업지원정책

창업편의성

(-)경쟁기업의 인지도

(-)시장 경쟁상황 및 전망

S

시장경쟁력

재무건전성

적기투자

창업지속요인
M SD Md

IQR
CVR

구분 하위요인 1Q 3Q

E

창업경험 4.08 0.49 4.00 4.00 4.00 0.85

도전의식 4.54 0.52 5.00 4.00 5.00 1.00

목표지향성 4.69 0.48 5.00 4.00 5.00 1.00

성취욕구 4.54 0.78 5.00 4.00 5.00 0.69

위험감수성 4.46 0.52 4.00 4.00 5.00 1.00

창조성 4.15 0.80 4.00 3.50 5.00 0.54

혁신성 4.38 0.77 5.00 4.00 5.00 0.69

추진력 4.85 0.38 5.00 5.00 5.00 1.00

기술력 및 전문성 4.31 0.48 4.00 4.00 5.00 1.00

리더의 경영능력 4.38 0.65 4.00 4.00 5.00 0.85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4.54 0.66 5.00 4.00 5.00 0.85

역할책임 배분 4.15 0.38 4.00 4.00 4.00 1.00

R

투자유치 유무 4.00 0.58 4.00 4.00 4.00 0.69

가용자본 4.31 0.75 4.00 4.00 5.00 0.69

매출액 4.31 0.63 4.00 4.00 5.00 0.85

재무자원 보유 4.23 0.73 4.00 4.00 5.00 0.69

창업자금 4.15 0.55 4.00 4.00 4.50 0.85

브랜드의 기술력 4.31 0.75 4.00 4.00 5.00 0.69

사회적 네트워크 4.23 0.60 4.00 4.00 5.00 0.85

지식재산권 4.15 0.80 4.00 3.50 5.00 0.54

I

지역사회(정부 등)와의 지원 3.92 0.49 4.00 4.00 4.00 0.69

창업지원정책 4.00 0.58 4.00 4.00 4.00 0.69

창업편의성 3.85 0.90 4.00 3.00 5.00 0.08

경쟁기업의 인지도 3.92 0.64 4.00 3.50 4.00 0.54

시장 경쟁상황 및 전망 4.31 0.63 4.00 4.00 5.00 0.85

S

기술활용력 4.31 0.48 4.00 4.00 5.00 1.00

생산관리력 4.15 0.55 4.00 4.00 4.50 0.85

시장경쟁력 4.77 0.44 5.00 4.50 5.00 1.00

고객지향성 4.69 0.48 5.00 4.00 5.00 1.00

재무건전성 4.23 0.83 4.00 3.50 5.00 0.54

조직지원력 4.15 0.69 4.00 4.00 5.00 0.69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3.92 0.76 4.00 3.00 4.50 0.38

적기투자 4.31 0.63 4.00 4.00 5.00 0.85

<표 9> 2차 델파이: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 적합성 

조직 리질리언스 분류
M SD Md

IQR
CVR

구분 창업지속요인 1Q 3Q

리더십
(Leadership)

창업경험 4.08 0.64 4.00 4.00 4.50 0.69

도전의식 4.54 0.66 5.00 4.00 5.00 0.85

목표지향성 4.69 0.48 5.00 4.00 5.00 1.00

성취욕구 4.38 0.65 4.00 4.00 5.00 0.85

위험감수성 4.23 0.83 4.00 3.50 5.00 0.54

<표 10> 2차 델파이: 조직 리질리언스 구성개념 분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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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문가 패널의 합의를 통해 조직 리질리언스 개념을 

중심으로 창업지속요인의 위계와 하위요인을 다음 <표 11>과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위계 R

기업특성

R

기업특성

자원
유형자원 유형자원

무형자원 무형자원

항목

ERIS : E-기업가지향성
추진력

ERIS : E-기업가지향성
진취성

ERIS : E-조직화 역량
기술력 및 전문성, 리더의 경영능력,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역할책임 배분

ERIS : E-조직화 역량
조직의 기술력 및 전문성,

경영리더십,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역할책임 배분, 창의적 조직, 팀워크 

ERIS : R-무형자원
브랜드의 기술력,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재산권

ERIS : R-무형자원
브랜드파워,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재산권

ERIS : I-환경특성
지역사회(정부 등)와의 지원,
창업지원정책, 창업편의성

ERIS : I-환경특성
지역사회(정부 등)와의 지원,

창업지원정책, 창업편의성, 규제 완화

ERIS : I-진입장벽
경쟁기업의 인지도, 시장 경쟁상황 

및 전망

ERIS : I-진입장벽
경쟁기업의 인지도, 시장 경쟁상황 

및 전망, 대체제 가능 전망

ERIS : S-연속화전략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적기투자

ERIS : S-연속화 전략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적기투자,

조직의 유연성

<표 11> 2차 델파이: 창업지속 하위요인 수정·보완 

위계는 기존 자원 영역(Resource)에 ‘자원’의 대구분을 삭제

하고, 기업특성, 유형자원, 무형자원으로 수정하였다. 항목의 

경우 창업가 영역(Entrepreneur) 기업가지향성 항목의 추진력

을 진취성으로 변경하였고, 조직화역량의 기술력 및 전문성을 

조직의 기술력 및 전문성으로 리더의 경영능력을 경영리더십

으로 수정하였으며, 창의적 조직, 팀워크 항목을 추가하였다. 
자원(Resource) 영역의 브랜드의 기술력은 브랜드파워로 수정

하였으며, 산업환경 영역(Industry Environment)의 환경특성 항

목에 규제완화와 진입장벽 항목의 대체제 가능 전망을 추가

하였다. 전략 영역(Strategy)의 연속화 전략에는 조직 유연성을 

추가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창조성 4.15 0.69 4.00 4.00 5.00 0.69

혁신성 4.38 0.51 4.00 4.00 5.00 1.00

추진력 4.62 0.65 5.00 4.00 5.00 0.85

리더의 경영능력 4.46 0.88 5.00 4.00 5.00 0.85

시장경쟁력 4.69 0.63 5.00 4.50 5.00 0.85

시장지향성 4.38 0.77 5.00 4.00 5.00 0.69

적기투자 4.08 0.95 4.00 3.50 5.00 0.54

문화
(Culture)

창조성 4.15 0.69 4.00 4.00 5.00 0.69

역할책임 배분 4.31 0.48 4.00 4.00 5.00 1.00

조직지원력 4.08 0.49 4.00 4.00 4.00 0.85

사람
(People)

창업경험 4.38 0.51 4.00 4.00 5.00 1.00

성취욕구 4.62 0.65 5.00 4.00 5.00 0.85

창조성 4.23 0.73 4.00 4.00 5.00 0.69

기술력 및 전문성 4.62 0.51 5.00 4.00 5.00 1.00

리더의 경영능력 4.54 0.52 5.00 4.00 5.00 1.00

역할책임 배분 4.62 0.51 5.00 4.00 5.00 1.00

생산관리력 4.46 0.66 5.00 4.00 5.00 0.85

조직지원력 4.23 0.60 4.00 4.00 5.00 0.85

시스템
(System)

창업경험 4.38 0.51 4.00 4.00 5.00 1.00

기술력 및 전문성 4.54 0.52 5.00 4.00 5.00 1.00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4.62 0.51 5.00 4.00 5.00 1.00

투자유치 유무 4.23 0.60 4.00 4.00 5.00 0.85

가용자본 4.62 0.65 5.00 4.00 5.00 0.85

매출액 4.23 0.83 4.00 3.50 5.00 0.54

현금유동성 보유 4.38 0.87 5.00 3.50 5.00 0.54

창업자금 4.31 0.63 4.00 4.00 5.00 0.85

브랜드의 기술력 4.38 0.51 4.00 4.00 5.00 1.00

사회적 네트워크 4.62 0.51 5.00 4.00 5.00 1.00

지식재산권 4.08 0.95 4.00 3.50 5.00 0.54

지역사회(정부 등)의 지원 4.31 0.48 4.00 4.00 5.00 1.00

창업지원정책 4.38 0.51 4.00 4.00 5.00 1.00

기술활용력 4.38 0.65 4.00 4.00 5.00 0.85

생산관리력 4.31 0.63 4.00 4.00 5.00 0.85

시장경쟁력 4.77 0.44 5.00 4.50 5.00 1.00

고객지향성 4.77 0.44 5.00 4.50 5.00 1.00

재무건전성 4.62 0.51 5.00 4.00 5.00 1.00

조직지원력 4.46 0.52 4.00 4.00 5.00 1.00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4.23 0.73 4.00 4.00 5.00 0.69

적기투자 4.54 0.66 5.00 4.00 5.00 0.85

환경
(Settings)

투자유치 유무 4.31 0.63 4.00 4.00 5.00 0.85

가용자본 4.62 0.51 5.00 4.00 5.00 1.00

매출액 4.46 0.66 5.00 4.00 5.00 0.85

현금유동성 보유 4.38 0.65 4.00 4.00 5.00 0.85

사회적 네트워크 4.23 0.73 4.00 4.00 5.00 0.69

창업지원정책 4.15 0.69 4.00 4.00 5.00 0.69

창업편의성 4.31 0.63 4.00 4.00 5.00 0.85

(-)경쟁기업의 인지도 4.08 0.95 4.00 3.50 5.00 0.54

(-)시장 경쟁상황 및 전망 4.23 0.83 4.00 4.00 5.00 0.85

시장경쟁력 4.77 0.44 5.00 4.50 5.00 1.00

재무건전성 4.46 0.66 5.00 4.00 5.00 0.85

적기투자 4.38 0.51 4.00 4.00 5.00 1.00

ERIS 대구분 소구분 정의 하위요인

E

창업가 
역량

일반적 
특성

창업가 개인의 일반적 특성 창업경험

기업가
지향성

개인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신적·행동적 특성

도전의식, 목표지향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창조성, 혁신성, 진취성

조직화 역량
기업 조직화와 관련된 

창업가와 소속 직원들의 역량

조직의 기술력 및 전문성,
경영리더십, 아이디어 사업화 
능력, 역할책임 배분, 창의적 
조직(추가), 팀워크(추가)

R

기업 특성 창업기업의 일반적 특성 투자유치 유무

유형자원
창업기업이 보유하거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자원

가용자본, 매출액,
현금유동성 보유,

창업자금

<표 12> 2차 델파이를 통한 창업지속요인 적합성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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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직 리질리언스 중심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

체계적 문헌고찰, 델파이 분석을 종합하여 조직 리질리언스 

개념 중심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의 프레임웍(ERIS-R)
을 도출하였고, 세부 요인별 프레임웍은 다음의 <그림 2>~
<그림 6>과 같다. 이는 아산나눔재단의 AER사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요인을 ERIS모델로 도출한 이상조·남정

민(2018)의 연구와 리질리언스 개념을 중심으로 델파이 기법

을 활용하여 재난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제시한 

이지희 외(2018)의 연구의 관점을 창업분야에 접목시켰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리더십(Leadership) 영역에서는 창업가 영역(Entrepren 

eur)으로 창업경험, 도전의식. 목표지향성, 성취욕구, 위험감수

성, 창조성, 혁신성, 진취성, 경영리더십이 도출되었으며, 전략 

영역(Strategy)으로 시장경쟁력, 고객지향성, 적기투자가 도출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ERIS-R(리더십) 창업지속요인 

둘째, 문화(Culture) 영역에는 창업가 영역(Entrepreneur)으로  

창조성과 역할책임 배분, 창의적 조직, 팀워크가 도출되었으

며, 전략 영역(Strategy)으로 조직지원력, 조직의 유연성이 도

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ERIS-R(문화) 창업지속요인

셋째, 사람(People) 영역에는 창업가 영역(Entrepreneur)으로 

창업경험, 성취욕구, 창조성, 조직의 기술력 및 전문성, 경영

리더십, 역할책임 배분이 도출되었으며, 전략 영역(Strategy)으
로 생산관리력, 조직지원력이 도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림 4>와 같다. 

<그림 4> ERIS-R(사람) 창업지속요인

넷째, 시스템(Systems) 영역에는 창업가 영역(Entrepreneur)으
로 창업경험, 조직의 기술력 및 전문성, 아이디어 사업화 능

력이 도출되었으며, 자원 영역(Resource)으로 투자유치 유무, 
가용자본, 매출액, 현금유동성 보유, 창업자금, 브랜드파워, 사

회적 네트워크, 지식재산권이 도출되었다. 산업환경 영역

(Industry Environment)으로 지역사회(정부 등)의 지원, 창업지

원정책, 규제완화가 도출되었으며 전략 영역(Strategy)으로 기

술활용력, 생산관리력, 시장경쟁력, 고객지향성, 재무건전성, 
조직지원력,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적기투자가 도출되었

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ERIS-R(시스템) 창업지속요인

무형자원
창업기업이 보유하거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자원

브랜드파워, 사회적 
네트워크, 지식재산권

I

환경특성
창업기업과 관련된 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지역사회(정부 등)와의 지원,
창업지원정책, 창업편의성,

규제 완화(추가)

진입장벽
창업기업이 특정한 산업에 
진입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하는 유·무형의 장애물

경쟁기업의 인지도, 시장 
경쟁상황 및 전망,

대체제 가능 전망(추가)

S

기업가적 전략
경쟁기업보다 경쟁적 우위에 

서기 위한 일련의 전략 

기술활용력, 생산관리력,
시장경쟁력, 고객지향성,
재무건전성, 조직지원력

연속화 전략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위한 
기업이 진행하는 일련의 전략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화, 적기 
투자, 조직의 유연성(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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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환경(Settings) 영역에는 자원 영역(Resource)으로 투

자유치 유무, 가용자본, 매출액, 현금유동성 보유, 사회적 네

트워크가 도출되었으며, 산업환경 영역(Industry Environment)
의 창업지원정책, 창업편의성, 경쟁기업의 인지도, 시장경쟁상

황 및 전망, 대체제 가능 전망이 도출되었다. 전략 영역

(Strategy)으로 시장경쟁력, 재무건정성, 적기투자가 도출되었

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ERIS-R(환경) 창업지속요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림 7>과 같이 조직 리질리언스

를 중심으로 리더십(Leadership), 문화(Culture), 사람(People), 
시스템(Systems), 환경(Settings)에 따라 ERIS모델 기반 창업지

속요인을 구조화한 창업지속성 통합 프레임웍(ERIS-R)을 도출

하였다. 창업지속성 통합 프레임웍(ERIS-R)은 ERIS모델에 전

략(Strategy)을 시스템(System) 측면으로 포괄하여 조직 리질리

언스(Organization resilience)를 연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한 ERIS-R모델은 창업기업의 성공요인 도출을 위해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는 ERIS모델(한석호 외, 2021)에 창업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성공요인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황정

섭 외, 2021) 프레임웍으로 구조화된 모델로서의 체계적 접근

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모형으로 의미가 있다.

<그림 7> 조직 리질리언스-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을 구조화한 창업지속성 통합 프레임웍(ERIS-R)

Ⅳ. 결론

본 연구는 창업성과를 위한 ERIS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창업지속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수정된 델파이 기

법을 활용하여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은 창업가, 자원, 산업환

경, 전략의 4가지 분류와 하위구분 8개, 세부요인 54개로 분

석되었다. 이는 창업 성공요인을 분석한 이설빈(2017), 남정민

(2014), 신유섭·최명길(2010)의 연구결과를 포함한다. 
둘째, 수정된 델파이 기법을 통해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

으로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요인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ERIS모델을 기반으로 창업지속요인의 적합도 확인 결과,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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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류와 하위 구분 9개, 세부요인 38개로 분석되었다. 창업

가 영역의 창업가역량과 조직화역량 아래 세부요인 14개, 자

원 영역의 기업 특성, 유형자원, 무형자원 아래 세부요인 8개, 
산업환경 영역의 환경특성과 진입장벽 아래 세부요인 7개, 전
략 영역의 기업가적 전략, 연속화전략 아래 하위요인 9개가 

도출되었다. 
셋째,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ERIS모델 기반 창업지속

요인을 구조화한 결과, 리더십, 문화, 사람, 시스템, 환경의 5
가지 분류 아래, ERIS모델에 기반하여 창업지속요인을 구조

화한 통합 프레임웍(ERIS-R)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 분석결과,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창업성공과 창업지속성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창업성공과 창업지속성은 그 개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급

변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요인을 다양한 성과요인으로 

제시한 조세근 외(2015)의 연구나 성공적인 창업 혹은 지속가

능한 경영을 위한 요인을 환경동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시한 남대현 외(2020)의 연구에서와 같이 그 개념이 혼용되

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창업성과와 창업지속성을 함께 고

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둘째, ERIS모델을 기반으로 한 창업성과와 창업지속성에 주

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공통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이는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안주엽·성지

미(2003)의 연구나 청년창업자의 사업생존 영향요인을 분석한 

안소영·조상미(2018)의 연구결과를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조직 리질리언스를 중심으로 창업지속요인에 대한 수

정된 델파이 분석 결과, 학력 및 교육수준, 성별, 연령 등 창

업가 개인의 일반적 특징과 업력, 기업의 규모 등의 기업의 

일반적 특징이 실제로 창업지속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한계점 및 의의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은 조직 리질리언스 중심 창업지

속요인을 ERIS모델에 기반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지속성의 통합 프레임웍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실무적 시

사점은 점차 확장되고 있는 창업 육성·지원 분야에서 창업의 

성과와 지속성을 모두 고려한 하위요인과 체계적 모델을 제

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국내 연구를 대상으

로 창업지속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

는 해외 연구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창업지속요인을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창업기업에서는 수시

로 직면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예측, 예방 및 극복할 

수 있는 창업기업 지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 창업기업 지원 

기관에서는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육성 및 지원 정책 개발, 성과관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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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ERIS model for start-up performance, and aims to derive the main reason for start-up sustainability centered on 
organizational resilience. To this end, systematic literature examination and modified Delphi method were used to investigate start-up 
sustainability factors based on ERIS Model focused on organizational resilience. The results showed that ERIS model-based entrepreneurial 
continuity factors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entrepreneur, resource, industrial environment, strategy, subdivision 8 and detailed 
factors 54. In addition, the ERIS model-based continuity factors were structured around organizational resilience, and the continuity factors 
were structured according to ERIS model under five categories: leadership, culture, people, system and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esults of existing research and analysis show that the concept of successful 
start-up and sustainability of start-up are used in various fields. Second,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common factors of influence on 
start-up performance and start-up sustainability based on ERIS model. Third, Delphi method's results showed tha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such as academic background, education level, gender, age, and business experience did not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entrepreneurship.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based on ERIS model focused on organization resilience, and ERIS-R, which integrates Strategy 
into System and Organization resilience into R in the field of gradually expanding start-up development and support.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start-up that can predict, prevent, and overcome various crises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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