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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창업팀의 인적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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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창업자 개인의 특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기회 포착과 성과를 다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최근 학자들은 

Entrepreneurship이 개인보다는 팀이 수행하는 업무이며, Entrepreneurial Team의 역동성이 Entrepreneurship 연구에 새로운 

통찰력을 추가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 팀의 다양성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떻게 팀을 조화롭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벤처창업팀의 인적구성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팀 구성원들 각자가 가진 속성의 

차이에 따라 팀 다양성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곧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성에 관한 국내 연

구들은 다양성과 성과에 대한 직접 효과에 대한 분석 중심으로, 조절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관련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

구의 목적은 팀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과업 상호의존성과 환경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점

을 갖는 것이다. 조직 내 다양성의 혼재된 영향력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 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

해 벤처기업의 인력구성 및 관리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어떠한 상황에서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찾

고자 한다.

Ⅰ. 서론

최근 조직의 변화에 발맞추어 같은 조직 (또는 팀) 내에

서 구성원들 간의 구성 차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많은 다양성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

를 살펴보면, 팀 다양성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견해로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팀 다양성이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Bantel 
& Jackson, 1989; Ely & Thomas, 2001)과 팀 다양성이 팀

원 간의 동질성을 저하시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정

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Hobman & Bordia, 2006; 
Randel & Jaussi, 2008)으로 나뉜다. 팀 다양성이 성과 창출

에 적절하게 작용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만, 융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의 효과에 대해 문제 해결 및 정보 

활용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보/의사결정

이론에 기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이론에서는 인력 다

양성이 높을수록 개별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아

이디어 및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이러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통해 더욱 탁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Ancona & Caldwell, 1992; Jehn et al., 
1999; Reagans & Zuckerman, 2001).
조직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기술, 능력, 경험, 배경 등이 다양한 상호보

완적 기능과 능력을 가진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팀 

성과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의 효과에 대해 문

제 해결 및 의사결정 관점에서 접근하면 과업지향적 다양

성이 높은 팀일수록 정보의 이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팀원 간 상이한 관점과 의견을 보이고 있는 정보들을 공

동으로 공유함으로서 창의성을 향상하게 하고 이것이 팀 

성과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Zellmer-Bruh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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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창업팀의 인적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인적 자본 (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을 통해 살펴보고 과업 상호의존성과 환경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창업자 개인의 특성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는 벤처창업팀의 특성과

과 경험에 주목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어

떠한 상황에서 극대화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조직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팀 다양성(team diversity)

팀 다양성 (team diversity)은 과업을 수행하는 팀원들 간

의 인구통계 및 사회심리적 속성들의 이질적인 정도로서

(Lau & Murninghan, 1998), 팀원들 개인적 속성들의 차이

에 따라 팀 다양성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것

이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Van der Vegt & Bunderson(2005)은 서로 다른 전문성과 

지식, 경험 등의 다양성은 다양한 사고로 전환하는 것이 

촉진되고 피드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혁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경험, 정보, 기술 

등에서 다양성을 갖는 조직은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학습을 촉진시켜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한다. Keller(2001)는 기능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팀의 외부 의사소통이 촉진되고 외부 의사소통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팀 성과에 긍정

적이라고 하였다. Jackson, et al.t(2003)는 팀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구성원에게 인지적 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게 되어 

창의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른 사

람과의 차이는 개인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는 것이다.

2.1.1 인구통계적 다양성

인구통계적 다양성은 연령, 성별 같은 가시적인 사회범주 

특성을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개인이 

가지는 상대적인 차이(거리)를 의미한다(Jehn et al., 1999).
Cox(1993); De Dreu(2006); Kerschreiter et al(2003)은 적절

한 수준의 연령다양성은 창의성 및 혁신역량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밝혔으며, Avery & Mckay(2007) 역시 낮은 연

령의 구성원들은 유연성, 에너지, 창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높은 연령의 구성원들은 경륜과 숙련된 기술역

량을 가지고 있어 조직의 창의성 및 역량을 높이는 효과

를 가져 오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하였다. Hoffman(1961)은 성별다양성이 집단 문제해결 방

안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으며, Hellerstedt(2007) 역시 성별다

양성은 팀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를 미친다고 하였다.

2.1.2 과업지향적 다양성

과업지향적 다양성은 팀 구성원간의 기술기반 및 정보적 

차이와 관련 있다. 정보다양성은 업무배경, 교육배경, 근속

년수와 같이 업무에 필요한 경험, 지식의 기반이 되는 정

보적 특성을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개

인이 가지는 상대적인 차이(거리)를 의미한다(Jehn et al., 
1999). 

Beckman & Haunschild(2002)는 서로 유사한 배경특성을 

공유한 이들은 그만큼 유사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기 때문

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자원이 중복되고 한

정될 수 있지만, 집단 내 기존 구성원들과 차별화된 경험

을 가진 구성원의 경우 다른 구성원들이 가지지 못한 정

보 및 자원을 바탕으로 보다 탁월한 문제해결 방식에 접

근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Wiersema & 
Bantel(1992) 은 다른 이와 차별화된 경험을 가진 구성원일

수록 복잡한 환경을 해석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Jackson, et al.(1995)은 개인이 

다른 구성원들과 같은 정보를 가졌을 때보다 차별화되는 

정보를 가졌을 때 더욱 창의적인 결과, 효과적인 의사결정

을 도출해낸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이 

경영성과에 비교적 명확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과업지

향적 다양성의 변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 과업상호의존성의 조절효과
 
과업 상호의존성은 팀 구성원들이 그들의 과업을 수행하

기 위해 상호작용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

다(Campion, et al.,, 1993). 과업 상호의존성은 과업의 수행

이 난해하고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할수록 높아지게 된다

(Van der Vegt, & Van de Vliert, 2001).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상호의존성은 다양성이 가질 수 있

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면서 긍정적 효과를 강화함으

로써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호의존성

이 높으면 첫째, 팀원들 간의 지식과 정보의 공유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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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성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즉,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면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이것은 지식과 정보의 교환이 활발해짐을 의미

한다(Jehn et al., 1999).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대표

적인 이론인 정보/의사결정이론에서는 다양성 수준이 높을

수록 구성원들의 지식, 의견 및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적절하게 결합할 경우 창의적인 문제해

결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Ancona & Cardwell, 1992).   
 둘째, 상호의존성이 높아질수록 팀원들은 팀의 목표 달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해 협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이와 함

께 팀원들의 팀에 대한 소속감과 응집성이 높아짐으로써 

다양성이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

다(Wageman, 1995).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높은 상호의존성은 다양성의 장

점을 높이면서 단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

성이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업 상호의존은 생산성(Bodiya 2010), 
집단성과(Guymon, et al.,, 2008; Liden, et al.,, 1997)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팀원 간 협조와 

정보교환, 팀원 간 상호 영향력과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밀

접성의 정도를 측정한다.

2.3 환경 불확실성의 조절효과
 
환경 불확실성 (environmental uncertainty)은 기업을 둘러

싸고 있는 외부환경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Dess & Beard, 1984: 
Keats & Hitt, 1988).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여러 접근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 (complexity), 동태성 (dynamism)
등과 같은 외부 요소의 특성 및 속성에 초점을 두기로 한

다(Duncan, 1972; Miller & Friesen, 1983). 복잡성은 의사결

정에서 고려해야하는 요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

하고, 동태성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다. 
환경 불확실성은 기업들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

에 외부 환경은 기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다(Covin & Slevin, 1989; Miller, 1987; Zahra & Covin, 
1995). 기업의 외부 환경은 성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

치기도 하지만, 기업의 전략, 기업문화, 조직구조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적

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외부 탐색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Miller & Friesen(1983)은 환경 불확성이 높

은 상황에서 더 분석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그

러한 합리적 활동을 통해서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환경 불확실성 관련 연구들의 상당수는 환

경 불확실성을 환경특성 요인으로 설정하고 기업의 전략

과 연계하여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Dess & Beard, 
1984; Miller & Friesen, 1983).

Hambrick & Mason(1984)에 따르면 팀의 구성원들이 불확

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고 전제하고, 불확실한 

의사결정 환경에 놓일수록 팀 다양성이 기업의 전략적 선

택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한

다. 그들의 주장을 본 연구 상황에 적용하면, 불확실성이 

낮은 환경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팀 다양성 

그 중에서도 과업지향적 다양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

과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환경의 복잡성과 동태

성의 정도로 측정한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1. 과업 상호의존성은 팀 다양성과 성과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즉, 과업 상호의존성

이 높을수록 팀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1-1. 과업 상호의존성은 교육배경(전공)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1-2. 과업 상호의존성은 학력 다양성과 성과간의 관계

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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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과업 상호의존성은 업무배경(경험)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2. 환경 불확실성은 팀의 다양성과 성과간의 관계

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즉, 환경 불확실

성이 높을수록 팀 다양성이 성과에 미치는 긍

정적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2-1. 환경 불확실성은 교육배경(전공)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2-2. 환경 불확실성은 학력 다양성과 성과간의 관계

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2-3. 환경 불확실성은 업무배경(경험)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Ⅳ.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벤처기업협회에 속한 창업 5년 이내의 벤처기

업과 인큐베이터 혹은 엑셀러레이터에 입주한 스타트업

(N=200)에 재직 중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은 사

전에 설문의사를 밝힌 벤처기업 1곳당 구성인원 50%이상

(약 3인)에게 E-mail과 유선으로 실시한다. 설문항목은 교

육배경(전공), 학력, 업무배경(경험) 및 과업 상호의존성과 

환경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설문으로 구성한다. 
독립변수인 인적구성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허핀달 지

수(Hirschman-Herfindahl Index, 이하 HHI), 엔트로피 지수, 
Blau’s Index(1977)와 같은 다양성 평가지수를 구해 그 값

을 보고 적절한 값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또한 

과업 상호의존성과 환경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SPSS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Ⅴ. 기대효과
 
조직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목적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

식의 조합을 통한 새로운 문제의 해결이다. 다양성이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상반된 특성

을 잘 이해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이러한 특성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력구성 다양성이 가지는 장점을 강화시킬 수 있

는 요인과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팀의 지향점이나 팀원

간의 통합 메커니즘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조직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성과 성과 사이의 환경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을 고려

한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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