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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세계경제의 중장기적 본 연구는 창업가의 유아기․청소년기를 거쳐 생애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동료, 지도자를 주요

타자로 선정하여 이러한 사람들과의 애착이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

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창업가들이 가지는 부모, 친구, 지도자와

의 애착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세 분류의 집단과의 애착이 각각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셋째, 

애착을 형성한 이들 세 집단 중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에 가장 긍정정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심리적 대인관계를 통한 창업가

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가적 회복탄력성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업을 한지 2년 이상이 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들간의 상관분석과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

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서 부모, 동료 및 지도자와의 애착 정도가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력을 하나의 모형에서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부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지도자

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애착이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에 모해착과 동료애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된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창업가

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한 아버지의 역항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중재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아버지와의 애착 프로그램과 동료 및 지도자와의 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써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주요타자의 애착,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Ⅰ. 서론

최근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은 ‘창업은 고용창출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추가적으로 생산

해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김홍, 2012; 유봉호, 2013; Shane & Venkataraman, 2000)라
는  매력에 집중하여 창업을 부각시킬 때 창업의 이면을 

나타낼 수 있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보면, 창업기업(2016년 기준)의 1년 

후 생존율이 65.3%인데 비해, 3년 차에는 41.5%, 5년 차에

는 28.5%로 시간이 갈수록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평균 생존율(40.9%)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또한, 
창업 후 7년이 안 된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

(중소벤처기업부, 2018), 창업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창
업자금 확보(6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

로는 ‘창업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27.4%)’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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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따라서 창업가들은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

고, 실제로도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낮아, 창업에 대한 두

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여 창업성공을 높이기 

위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창업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또는 정

서적 변인의 중요성이 강조(Ajzen, 1991)됨에도 불구하고, 
창업연구에서 창업자들의 인지적 및 정서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회복탄력

성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창업환경에 새로운 창업기회를 

창출하고, 창업기회에 도전하게 하는 창업성공의 핵심요소

(Shane & Venkataraman, 2000; Zbierowski, 2015)로 대학생

들의 창업성공을 지원하는 회복탄력성 등 인지적 요인의 

연구가 필요하다(Darmanto & Yuliari, 2018). 즉, 선행연구

(예:Ayala & Manzano, 2014; Bullough et al., 2014)에서 창

업성공의 핵심변인으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도 불구하고, 국내외 창업연구에서 회복탄력성에대한 연구

는 상대적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에 긍정적인 인지적 변인

인 회복탄력성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가의 유아기․청소년기를 거쳐 생애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동료, 지도자를 주요타자

로 선정하여 이러한 사람들과의 애착이 창업가의 자기 회

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하

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유아기․청소년기를 거쳐 생애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동료, 지도자를 주요타자로 

선정하여 이러한 사람들과의 애착이 창업가의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

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창업가들이 가지는 부모, 
친구, 지도자와의 애착에 대해 파악한다. 둘째, 세 분류의 

집단과의 애착이 각각 창업가의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셋째, 애착을 형성한 이들 세 집

단 중 창업가의 심리적 요인에 가장 긍정정인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하여 심리적 대인관계를 통한 창업가의 과정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업가적 회복탄력성이 미치는 조

절 효과를 함께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애착이론 (Attachment Theory)

Bowlby(1969)의 애착이론은 인간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정신분석학 이론에 대한 대응으로

부터 발달되어 인간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애착이란 개인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주의력을 조절하는지에 대

하여 보호자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회발

달의 학술적 이론이다(Bowlby, 1969/1982; Forrest, 2007). 
Bowlby(1969)가 주장한 애착이론은 애착을 위협의 인식 상

황에서 발동되는 본능적인 행동 제어 체계라고 개념화했

다.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 위험에 대한 인식이 발생하면 

아이는 보호자의 근접성을 요구하게 된다(Bowbly, 
1969/1982; Forrest, 2007). 애착 체계는 환경적으로 불안정

하며, 아이들은 자신의 보호자와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

정감을 찾으려는 지속적인 애정적 결합이라고 밝히고 있

다(Ainsworth, 1973; Bowlby, 1969). 볼비의 애착이론에서 

애착은 두 사람간의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말하며, 유아와 주 양육자의 애착유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유아기 때 형성된 애착유형이 청소년기

에 걸쳐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된다고 보고 있

다(오혜진, 2006). 최근의 애착연구는 유아-모의 상호관계 

연구에서 벗어나 일생의 전반에 걸쳐 애착이 어떻게 기능

하는가에 대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Greenberg et al., 
1990).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애착 분야의 종단적 연구들

은 이러한 정신적 유대감이 성인시기에도 비교적 안정적

임을 밝혀냈다.(Main et al., 1985; Magi, 1999; Hasse, 1999; 
Hesse & Main, 2000; Fonagy & Target, 2002; Sroufe et al. 
2005).
이러한 볼비에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스포츠 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코치와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비롯한 경쟁적 스트레스가 운동선

수의 애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Carr, 2009). 또한, 불안정 성인애착 연구들은 애착 유형

에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아들의 행동특성이 성인기까지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과 유아와 

성인의 애착유형 분포 비율이 유사하다는 점에 근거를 두

고 있다(김동직·한성열, 1997). 또한 아동기에 적립된 애착

체계는 성인의 사회적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Hazan & Shaver, 1990), 사랑 및 안정감에 대한 잠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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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친밀한 관계에 의해 활성화된다. 즉, 초기의 부

모와의 애착관계가 성인의 애착관계로 이어지며 그것이 

대인관계의 바탕이 된다. 또한, 청소년 및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관련변인으로 부모와 교사의 애착이 있다. 이 변인

들은 회복탄력성의 대표적인 외적 보호요인으로 주로 언

급되고 있다. 여기서 보호요인이란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완충작용으로 위험요인의 역할을 상쇄시킴으로써, 사건으

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는 개인내적 혹은 외적 

요인을 말한다(홍은숙, 2006). 

2.2. 기업가의 회복탄력성 (Resilience)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는 좌절감을 느끼고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며 트라우마에 빠질 우려가 크다(Cope, 2011; 
Shepherd, 2003).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실패 경험을 긍정적

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

는 역량이 필요하다(Singh et al., 2015). 이러한 역량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Hayward et al., 2010; Jenkins et al., 2014). 
회복탄력성의 개념들은 공학, 생태학, 심리학, 사회학, 재

난관리 분야와 경영학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

다. 특히, 창업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선 창업분야의 연구자들은 창업기업의 성과

를 설명하면서 회복탄력성의 원인을 꼽는다. 그리고 창업

가의 고유한 인지적 행동적 특징으로써 연구가 되어왔다. 
기존 문헌들에서 회복탄력성은 기업가의 의사결정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주목되고 있으며,(Bullough et al., 
2014), 회복탄력성은 역경 앞에서도 이를 빠르게 극복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더 나아가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

게 하는 개인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Youssef & 
Luthans, 2005).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힘

든 상황을 경험한 후에도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기

보다는 추가적 행동을 취하려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ullough et al., 2014). 회복탄력성이 높을 경우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맞서 나가며 목표를 지향하

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과 긍정적인 성향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Powell & Baker, 
2011). 이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실패로 귀결시키

지 않고 무언가를 배울 기회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Ayala & Manzano, 2014; Schneider, 2001). 불확실성이 높

은 환경에서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

야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실패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기제로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예: Youssef & 
Luthans, 2005; 김수연 외, 2019). 예를 들어,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인식이 높고,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뛰어나기 때문에(Ryff & Singer, 2003), 좌절과 실패를 극복

하고,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Reivich & 
Shatte, 2002). 특히, 회복탄력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확실한 환경에서 다양한 변인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Dyer & McGuinness, 1996).
 결론적으로 창업자들은 실패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력

이 부재할 경우, 긍정적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유

도할 수 없는 부정적인 동기부여에 노출되게 된다(Frese & 
Fay, 2001).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낮은 통제력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이 낮기 때문에

(George & Jones, 2001), 창업자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

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최

근 10년간의 창업연구 분야에서 회복탄력성애 대한 연구

는 <그림 1>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Korber & 
McNaughton, 2018). 

<그림 1> 회복탄력성과 창업의 교차연구 추이

Ⅲ.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가의 애착과 자기효

능감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결

과로써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전민수·이우진

62 2020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Spring 2020

<그림 2> 연구모형

3.2. 연구대상 및 분석

본 연구는 2020년도 현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 등록 되어 있는 약 800명의 창업자를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이

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내용에 대하여 답하도록 요청하고 연구자

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이 중 본 연구를 

위한 주 분석은 창업을 한지 2년 이상이 된 창업자 150명
을 추출하여 SPSS 19.0, AMO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

였다. 설문의 표집과정에서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

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

석 가능한 자료를 코딩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

시킨 후 전산처리 하였다. 

3.3. 측정도구 설계

창업가의 주요타자와의 애착에 대한 측정도구는 

Hirschi(1969)의 교사애착도구를 이태원(1992)이 수정 및 보

완한 지도자 애착 6문항, Armsden & Greenberg(1987)가 의 

부모, 또래 애착 척도(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7)이 번안한 부모애착 12문항, 또래 애착 12문항으

로 구성하여 사용할 것이다.
문항의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할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의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타자의 애착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창업학 박사학위 소지자 2인고 심리학 박

사학위 소지자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적

합하지 않은 문항은 제거할 것이며, 문항 반응 비율이 

50%가 넘는 문항은 삭제할 것이다. 수집된 설문지를 바탕

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추정방법은 최대

우도법 (MLM: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할 것

이다. 요인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사각회적 (Oblique 

Rotation)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이용할 것이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델 적합지수는 사례수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 

CFI, TLI, RMSEA지수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회복탄력성의 측정은 Reivich & Shatte(2003)가 성인을 대

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한국형 회복탄

력성 지수 검사(KRQ-53)를 사용하였다. 감정조절력, 충동

통제력, 소통능력,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자아

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는 태도의 9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를 다시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이

라는 상위 2차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신우열 외, 2009).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8점)’의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표기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회

복탄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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