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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창업실패에 한 선행연구들은 상장기업의 도산원인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을 상으

로 실패원인과 실패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20개 창업기업의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신생의 어려움과 ERIS모델을 활용하여 창

업실패 원인을 도출하 다. 국내 창업기업들에게는 경 능력 부족, 연구개발  제품화 실패, 로 확보 어려움과 같은 신생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발견하 다. 한, 창업 실패과정을 사업 비 부족형, 자원획득 실패형, 략부재형, 마  실패형으로 유형

화 하 다.

주제어 : 창업실패, 신생의 어려움, ERIS, 실패 유형, 조직군 생태학

Abstract  Research about business failure was focused on finding the reason of bankruptcy. This research tries 
to analyze reason and pattern of entrepreneurial failure. Based on 20 entrepreneurial failure cases, we figure out 
the reason of entrepreneurial failure, utilizing liability of newness and ERIS model. We find that start-up firms 
in Korea have liability of newness, such as lack of managerial capability, failure of R&D/commercialization, and 
difficulty of securing marketing channel. Also, we typologize 4 kind of entrepreneurial failure – Lack of 
preparation of business, failure of resource mobilization, absence of strategy, and failure of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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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 까지 기업 실패에 한 연구는 기업 도산 측에 

한 주제가 부분이었을 뿐, 기업 도산의 원인에 한 

연구는 미진하 다[1]. 이의 원인은 질  데이터를 입수

하는 것이 원천 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지 까지 수행

되어진 기업 실패에 한 연구는 도산 원인에 한 연구

[1], [2], 소기업의 부실화 원인 요인들간의 계층구조 

혹은 인과 계에 한 연구[3], 벤처기업의 성장 정체에 

한 연구[4], 상장기업들의 도산요인에 한 연구[5] 정

도만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상장기업의 도산 

원인을 설명하는데 치 하 고[1], [2], [3], [5],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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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연구는 실패 원인 분석보다는 성장 정체 원인을 

도출하 을 뿐이다. 

외국에서도 기업 실패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업도산의 원인 규명을 통한 기업 실패의 원인분석[6] 

과 기업도산의 과정을 도식화한 연구[7]가 존재한다. 

Hambrick & D'aveni(1993)는 미국 상장기업의 실패 원

인간의 공통 을 추출하여 도산 패턴을 도출하는 것은 

성공하 으나, 도산 패턴의 구성변수가 포 이어서 이

해도가 낮아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조직군 생태학자들은 조직 연령과 조직 생존율과의 

계에 한 연구들은 기업이나 조직들이 왜 실패하게 

되는가에 하여 다양한 이론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조직군 생태학자들은 신생의 어려움, 성장의 어려움, 진

부화의 어려움의 세가지 에서 조직이 실패하는 원인

을 도출하 다. Shephard et. al.(2000)은 벤처기업들이 

겪는 신생의 어려움을 제시하 다. 

창업실패에 한 연구는 이론  틀에 입각하여 창업

실패에 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벤처

기업 실패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창업 실패사례를 이론  틀을 바탕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공  실

패에 한 이론  틀인 ERIS 모형과 신생의 어려움에 

한 을 사용하여 벤처기업의 실패 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론의 융합을 통해 벤처기업

의 실패에 한 동태  ERIS 모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가가 스스로 작성한 사례를 내용 분

석하여 창업실패의 공통요인을 규명하고,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한 실패과정이나 

특성이 비슷한 기업을 묶어서 실패과정을 유형화해 보고

자 한다. 

2. 문헌고찰

2.1 기업실패에 대한 조직군 생태학적 연구

기업 실패 원인을 생태학  에서 연구하는 조직

군 생태학자들은 기업 성과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

되어 가는지에 해서 기업실패의 에서 다양하게 조

명하여 왔다. 이들은 신생의 어려움[10], 성장의 어려움

[11], [12]과 진부화의 어려움[13], [14], [15]의 에서 

연구를 진행하 다.

신생의 어려움은 환경이 기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다 기업연령이 높고, 안정 인 조직을 선택하는 경향

이 있으며, 기업 실패는 연령이 쌓임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고 주장[16]한다. Stinchcombe(1965)은 신생 조

직이 오래된 조직보다 높은 실패율을 보이는 원인을 ①

새로운 역할과 임무의 학습에 수반되는 비용, ②새로운 

역할 창조를 한 자본  창의성의 제약, ③빈약한 비공

식  정보유통 구조, ④고객  공 자와의 안정  계 

미구축과 같은 네가지 요인을 제시하 다. 신생의 어려

움 련 연구들은 기업군 차이는 존재하지만 연령과 기

업 실패율간에는 반 계가 있음을 제시하 다. 미국 

부분의 조직생존 데이터에서 기업연령에 따라 지속

으로 감소하는 기업실패율을 발견[16]했다. 조직군 차이

를 통제하지 않고 기존 연구들을 재조사한 결과 일 되

게 감소하는 기업실패율을 실증[17]하 고, 아일랜드와 

아르헨티나 신문사를 심으로 조사한 결과 의 해석이 

확증 임을 주장[18]했다.

성장의 어려움을 연구한 학자들은 조직은 기업이 설

립될 당시에는 보유한 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패 

험이 낮으므로, 기업 실패율은 역 된 U-형태가 된다고 

주장하 다[11], [12]. 이들은 19세기 길드 조직에서 최소 

두개의 기업실패 과정을 발견하 고[19], 캐나다 자원

사 조직에서는 6년이 지난 후 험율이 최고 에 도달하

으며[20], 무역조직과 노동조합에서 역 된 U-형태의 

조직실패율을 발견[21]하 다. 기 기업 해체율이 낮은 

원인은 조직별로 기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창업자들은 부정  성과에 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으로 제시[12]하 다. 하지만 

이들 연구도 사회단체, 혹은 노조를 심으로 설명하

기에 기업실패 원인을 논의하기에 한계 이 있다.

진부화의 어려움은 기업은 성 이어서 차 으로 

환경 정합성 수 이 낮아져 실패율은 기업연령이 올라갈

수록 상승한다고[13], [14], [15] 주장하 다.

조직군 생태학에서 기업 실패에 한 세가지의 주장

이 있어온 이유는 ①세가지의  모두 체 기업군들

에 향을 미치는 선택의 압력을 기술하고 있고, ② 기 

연구들은 기업실패율에 해 이 맞추어져 왔기에 수

익성 혹은 매신장율과 같은 다른 변수들에 해 주의

가 기울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22]. 따라서 실패 원인에 

한 규명이 부족하 고, 기업실패 방지 안 제시가 미

진하 다. Henderson(1999)은 의 세가지 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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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직군 선택의 과정보다는 상호보완 인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기업연령과 기술 략에 따라 실패율이 달라

짐을 가정하 다. 독  기술 략을 활용하는 기업은 

진부화의 어려움을 겪는 반면, 표 기반 기술 략을 활

용하는 기업은 성장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 다. 

Shepherd et. al.(2000)은 신생의 어려움이 벤처기업에

도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시장에서의 새로움, 생산의 새

로움, 경 의 새로움이 실패의 주요인임을 발견하 다. 

시장에서의 새로움은 고객들이 신생기업에 해 인지하

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고객들이 신생기업에 한 

학습과 신생기업을 기존기업으로 인지함으로써 조직

속성, 정당성과 고객신뢰를 확보하게 되어 험이 어

든다고 보았다[20]. 이는 Stinchcombe(1965)의 고객  

공 자와의 안정  계 구축의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생산의 새로움은 신생기업의 생산기술이 기존 

기업 생산직 직원들이 보유한 경험  지식과 비교하여 

얼마나 비슷한 수 에 도달하는가에 의해 실패율이 좌우

된다고 하 다. 신생의 어려움  새로운 역할에 한 어

려움을 의미하며, 경 의 새로움은 최고경 자의 경 역

량과 련된 것으로 신생조직의 사회  상호 계 미숙 

 비공식  정보구조 빈약을 의미한다[10].

Shephard et. al.(2000)은 신생기업이 시장, 생산  경

의 새로움으로 인한 실패 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략을 활용함으로써 실패율을 단계 으로 감소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신생의 어려움이 벤처기업에 

존재하고 그 원인은 기업 내․외부에 있지만, 략  극

복과정을 통해 넘어설 수 있음을 강조하 다. 결과 으

로 창업 기에 겪는 어려움들도 올바른 략 활용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 ERIS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

ERIS 모델은 창업기업의 성과는 창업자, 자원, 산업환

경, 략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짐을 가정하고 있다

(<Fig.1> 참조). ERIS 모델은 Sandberg & Hoffer(1987)

가 벤처기업 성과는 창업자, 자원, 산업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ERI 모델에 략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창업가는 사업기회를 인지하고 창업과정에서 나타나

는 자원동원, 험 리, 경 시스템의 구축을 주도 으로 

수행하는 역할로서 창업가를 정의할 수 있다. 창업자의 

능력, 자질, 심리  특성, 사회  배경이 창업성과에 향

을 미치고 있으며, 창업단계에서 산업의 선택과 자원조

달의 결정  역할 수행한다. 따라서 창업자의 명성, 신뢰, 

네트워크는 벤처기업 성과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창업

기에 창업자의 경 이념이 조직 내에 체화되도록 기업문

화를 형성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 기를 만드는 

것도 창업가의 역할이다. 

I

SE P

R

I

SE P

R

E : Entrepreneur (창업가)
R : Resource (자원)
I : Industry (산업)
S : Strategy (전략)
P : Performance (성과)

자료 : 한정화(2003), 벤처창업과 경 략

[Fig. 1] ERIS Model

자원 요소는 벤처기업이 략을 수립하는데 요한 

요소  하나이다. 제품이나 서비스 경쟁우 의 원천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수 에 달려있기에, 자원 동원 능력

은 벤처기업의 성공에 요하다. 벤처기업은 타사가 쉽

게 모방하기 힘든 경쟁우 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자원

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독특한 내부

자원의 개발  동원이 고수익 창출의 원동력이다. 유형

자원보다 인 자원이나 조직문화와 같은 무형자원의 

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나타난다. 벤처

기업에 필요한 자원은 성장단계에 따라 유형과 규모가 

다르기에 시기별로 한 자원투입이 요하며, 외부자

원의 극  활용이 필요하다. 

산업환경 요인은 산업 성장률, 시장규모, 경쟁강도 등

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산업구조 분석에서는 산업내 경쟁

강도, 신규 진출 기업, 체품, 공 자, 구매자의 다섯 가

지 에서 산업을 분석함으로써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진화단계와 핵심 성공요인의 

변화, 진입시기와 진입순서, 선발자 우 , 후발자 우 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략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환경에 

응하는 의사결정의 패턴이다. 창업자는 자신의 역량과 

산업 환경을 분석하여 시장에서 경쟁우 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쟁우 가 창출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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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쟁우 의 지속성 여부도 요하다. 창업가는 자사

의 경쟁우 , 이의 지속 가능성과 새로운 경쟁우  창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기기업은 보유자원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자원활용을 극 화할 수 있는 자산간

결화 략수립도 필요하다.

3. 연구 표본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창업실패 사례 40건을 개별 으로 수집하

여 분석하 다. 40건의 사례  기술 신형 창업 25건을 

도출하고, 이  응답이 부족한 사례 5개를 제외한 20개

를 심으로 분석하 다(<Table 1> 참조). 

<Table 1> Sample Attribute

 
Age 

(Month)

Finance (M￦) HR Change

Equity Revenue Start Max.

1 39 815 200 3 8

2 50 N/A 7,000 3 30

3 38 210 N/A 1 2

4 21 180 N/A 5 7

5 65 30 600 2 18

6 N/A 6 900 2 4

7 12 60 N/A 2 13

8 18 500 N/A 6 6

9 20 200 150 11 11

10 28 520 27 4 N/A

11 57 200 8,500 3 50

12 86 600 850 2 15

13 29 8 750 6 32

14 24 100 200 15 15

15 N/A 100 200 15 15

16 89 100 4,700 13 60

17 36 200 200 6 25

18 16 90 N/A 4 4

19 46 100 1,100 4 23

20 74 60 N/A 1 N/A

평균 41.56 215 1,813 5.4 18.78

4. 창업 실패 요인 도출

4.1 조직군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창업실패

Shepherd et. al.(2000)의 신생의 어려움의 요인들인 

생산, 시장  경 의 어려움을 구성변수로 활용하여, 실

패 원인을 도출하 다. 경 의 어려움이 발생한 핵심 요

인은 ‘나도 창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창업이 많았다. 비되지 않

은 창업이 많았기에 경 자로서의 역할 인식이 미흡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 다. 창업 이 기 상황에서 내분

을 겪어 실패를 진시키는 사례들도 존재하 다. 마지

막으로 이해 계자 리  자 리 미숙으로 인해 실

패한 사례도 다수 존재하 다. 특히, 코스닥 활황기에 상

장을 해 과도하게 기업을 확장하다 실패한 사례도 있

었다. 자 리에서는 어음 부도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

도 다수 존재하 다.

시장의 어려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타겟 마켓

의 부재와 잘못된 홍보 략으로 인한 실패이다. 이는 사

 시장조사 미흡과 고객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

다는 것을 보여 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 변화 

인지 미흡으로 인한 실패이다. 창업자는 고객들이 자사 

제품에 한 평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시장 이해 

 변화 방향 인지 부족이 실패로 연결되었다고 할 것이

다. 이외에도 제품 유통경로의 미확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존재하 다.

생산의 어려움  개발 어려움으로 인해 실패한 기업

들은 부분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도 못한 채 실패

한 경우이다. 이의 원인은 개발하려는 기술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 원천기술의 미

흡으로 인한 개발 지연, 시장성 부재 등도 존재하 다. 제

조의 어려움은 부분 생산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뒤

늦은 개발 성공으로 인한 자 압박을 이겨내지 못해 실

패한 경우이다.

<Table 2> Liability of Newness in start-up firm

No. Factor

Production 

Difficulty
6

․Failure of product development

․Inadequate number of engineer

․Insuffici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dalay of R&D

․Lack of technological differentiation

․Failure of raw material procurement

․Difficulty in establishing production 

system

Market 

Difficulty
6

․Failure of advertizing strategy

․Absence of target market

․Difficulty in distribution channel

․Insufficient recognition of market change

․Inadequate management of sales partner

Managerial 

Difficulty
8

․Lack of management knowledge and 

capability

․Inadequate recognition of environment 

change

․Conflict among members

․Immature financial management

․Immature stakeholder management

․Moral hazard of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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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RIS 관점에서 본 창업실패 분석결과

기업가 요인에서는 기술경험의 부재 혹은 권유에 의

한 창업으로 사업 아이템과 산업 문성 결여로 경 에 

미흡하거나, 사업 아이템에 한 확신 부족 등의 이유로 

경 에 몰입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가 표 이다. 기술

경험의 부재는 사업 아이템을 제품화시키지 못하거나 기

술 인력 리 미흡으로 이어져 사업의 실패를 불러왔다. 

사업안에 한 몰입부족은 창업  구성원들의 신뢰 하락, 

기회 상실 등을 야기하여 실패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

다. 자  유치에 성공하 거나, 문가 창업의 경우 성공

에 한 확신으로 사업성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추가 자본의 유입  기 사업 성공으로 인해 

과도한 성공욕구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이어져 실패하

는 사례도 존재하 다. 조직 리 경험 부족으로 직원 

리의 미흡함이 발생하기도 하 다. 한 창업자의 ‘감’과 

‘경험’에 의존한 경 리로 기 발생에 처하지 못하

는 경우도 있었다. 

자원 요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개발-생산-마

-경 리’를 문 으로 리할 수 있는 창업 을 구

성하지 못함으로써, ‘개발과 생산의 갭’, ‘생산과 업의 

갭’, ‘경 리 미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원조달

의 측면에서 사업화를 한 기 자원조달을 창업자에게 

으로 의존함으로써 자원의  규모부족으로 인

한 한계도 발생하 다. 한 창업자 1인이 다기능을 수행

함으로 인한 일정 차질을 극복할 수 있는 안 수립 미흡

으로 실패하기도 하 다. 상 소요 자원의 양과 조달 시

기에 한 계획이 충실하지 못해 실제 소요자원과 실

된 조달자원간의 갭을 극복할 안 부재로 어려움을 겪

는 기업도 존재하 다. 계획보다 과도하게 자원이 조달

된 경우 무리한 사업 다각화로 인한 창업자 역량 분산으

로 본업  신규 사업 모두 실패하는 경우도 존재하 다. 

산업환경 요인에서는 산업 분석과 실  가능성을 충

분히 고려하지 않고 창업하여 제도/시장 규제와 산업 내 

경쟁 법칙에 한 이해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이다. 정

부 규제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사례도 존재하

다. 한 체계 인 산업분석 없이 창업하거나, 산업환

경 변화를 제 로 인지 못해 기치 않은 상황에 한 

처 미숙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아이템의 

본격 인 시장 성장 시기를 측하지 못한 채 상품화  

매를 진행함으로써 시장 창출에 실패하는 사례도 존재

하 고, 타겟 마켓과 핵심 고객층에 한 인식부재로 사

업에 실패하기도 하 다. 그리고 산업 환경 분석 과정에

서 ‘보이지 않은 시장 거래환경’에 한 분석 미흡으로 실

패하는 경우도 존재하 다. 특히, 기존 기업들의 보복이

나 시장 거래 행 인지 미숙으로 인한 실패가 많았다. 

략요인에서는 마   시장침투 략의 부재가 

핵심요인이었다. 창업시 목표 시장에 한 이해부족으로 

마  략을 수립하지 못하여 상품/서비스의 소구  

확보에 실패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 다. 정부나 특수한 

시장을 상으로 한 제품은 구매처와 략  제휴 계를 

맺고 개발함으로써 매 험을 극복할 수 있는데, 단독 

사업화로 인해 매부진으로 실패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유통 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매에 어려움을 

겪거나, 채권 리 실패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례도 많이 

존재하 다. 창업자들은 사업 수행도 에 발생할 다양한 

험요인에 한 사  비가 필요하다. 특히 인력 리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험요인에 한 면 한 분석과 

응책의 마련이 필수 이라고 할 것이다.

<Table 3> Entrepreneurial failure factor of ERIS 
model

Content

E

․Lack of specialty about the item and industry

․Lack of commitment in entrepreneurial activity

․Unfeasible expansion by desire to seccess 

․Insufficient specialty of management

R

․Resource mobilization limit by over-depending on 

entrepreneur

․Insufficient preparation of resource procurement plan

․Development setback caused by lack of engineer

․Absence of startup team and conflict among team 

members

․Unreasonable new business push by excessive capital 

mobilization

I

․Inadequate industry environment analysis

․Insufficient analysis of special cases

․Lack of understanding of legislation

S

․Lack of market segmentation and target market

․Failure of alliance strategy and management

․Unreasonable business expansion

․Overlooking importance of salesforce

․Lack of risk management and responsiveness

5. 창업실패 과정 유형화

신생의 어려움과 ERIS 모델을 교차 분석한 결과 한국 

벤처기업의 실패는 ‘경 의 어려움-기업가 요인’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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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요인이었다. 이외에도 ‘생산의 어려움-자원요인’, 

‘경 의 어려움- 략요인’, ‘시장의 어려움- 략요인’이 

주된 실패유형으로 발견되었다. 

<Table 4> Crosstable of two failure framework

Managerial Difficulty Market Difficulty
Production 

Difficulty

E

․Lack of managerial 

knowledge/ capability 

․Conflict among members

․Immature stakeholder 

management

․Lack of business item 

specialty

․Lack of commitment

․Excessive success desire

․Insufficient 

recognition of 

market change

․Delay of 

development by 

lack of specialty

R

․Inadequate money flow 

management

․Lack of resource 

mobilization plan

․Over- and under- 

resource mobilization

․Immature 

management of 

marketing 

channel

․Difficulty of 

procurement

․Lack of engineer

․Failure of 

development

․Failure of raw 

material secure

․Failure of SCM

I

․Insufficient industry 

analysis

․Inadequate special 

environment analysis

․Lack of 

legislation 

understanding

․Inadequate 

technology 

differentiation

S

․Lack of environment 

change recognition

․Failure of utilizing 

alliance 

․Unfeasible expansion

․Lack of risk management

․Failure of 

advertising 

․Lack of target 

market

․Insufficient 

salesforce 

․Insuffici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주요 실패 유형에 하여 ‘경 의 어려움-기업가 요

인’은 「사업 비 부족형」, ‘생산의 어려움-자원요인’은 

「자원 획득 실패형」, ‘경 의 어려움- 략요인’은 「

략 부재형」, ‘시장의 어려움- 략요인’은 「마  실패

형」, ‘경 의 어려움-자원요인’은 「자 리 실패형」

으로 명칭하 다. 그리고 유형별 실패 패턴에 해서 살

펴보도록 한다. 각각의 패턴에서 굵은 선은 실패의 주요

인이고, 가는 선은 주요인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가  

요인들을 나타낸 것이다. 실패의 네가지 패턴들은 주요

인들간  주요인과 부가  요인들간에도 인과 계가 형

성되어 창업 실패로 귀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나타낸다.

사업 비 부족형 실패는 사업타당성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창업함으로써 핵심 인력  자원의 확보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문제가 시작된다. 사업타당성 

분석의 부족으로 인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구체

인 사업 략의 부재로 인한 목표 부재와 성공에 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공에 한 집착으로 

인해 창업 의 몰입도가 하되고, 개인 이기주의가 높

아져 창업 원을 포함한 이해 계자 리에 실패하게 된

다. 워크가 하되어 제품개발에 실패하게 되고, 창업

자는 제품 개념만 변화시킨 불완  제품을 출시하 다가 

시장에서 실패하게 된다. 창업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

을 다시 찾게 되고, 이에 한 사업타당성 분석없이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악순환을 겪는 실패 과정이다. 

[Fig. 2] Failure pattern of lack of business 
preparation

자원 획득 실패형은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

가 시작되는 유형이다.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제품개발이 

지연되면서, 창업자는 성공에 한 압박을 느끼며 기술

인력을 자주 교체하게 된다. 잦은 인력 교체는 회사 충성

도를 떨어뜨려, 원부자재 확보 등 생산에의 노력이 하

되게 된다. 제품 출시 지연을 야기하여 추가  자본 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져 생산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생산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해 매망과의 

신뢰 계가 무 져, 매율 하락과 자  회수 부진으로 

리 들이 이탈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자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고, 직원들의 이직이 많아지게 되면서 만성

인 기술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실패의 과정이다. 

[Fig. 3] Failure pattern of resource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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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부재형은 사업 특성을 명확히 악하지 못함으

로 인해 사업 아이템에 한 문성이 하되고, 사업

략을 제 로 수립하지 못하게 된다. 사업 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핵심역량에 집 하

지 못하고 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비

용증가로 인한 기 리에 히 응하지 못하여 직원

들의 불안감이 증 되고, 도덕  해이가 발생하여 경

성과가 차 하락하게 된다. 창업자는 단기성과에 집

함으로 인해 자 리에 실패하게 되고, 운 자본이 고

갈됨에 반해 새로운 자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창업가는 성공에 한 압박감으

로 인해 환경변화를 제 로 인지못한 채 새로운 련 사

업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실패하는 유형이다. 

[Fig. 4] Failure pattern of absence of strategy

마  실패형은 시장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서의 창업을 실행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된다. 고객 욕구

를 제 로 악하지 못하여 기술 차별화가 불가능하고, 

고객 소구 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핵심 고객층을 도출

하지 못하게 되고, 시장기반이 취약해져 홍보 략의 실

패로 이어지게 된다. 목표 고객층 부족과 고객 소구 이 

약한 제품으로 인해 업인력을 확충하더라도 매출증가

율이 낮고, 랜드 이미지가 제 로 형성되지 못하게 된

다. 창업가는 주력제품을 변화시키는 응을 하더라도 

고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어 제품 인지도를 높

이지 못하는 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다시 고객 요구

에 제 로 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술경

력 심 창업자에게서 다수 발생하는 유형으로 우수 기

술 제품은 성공한다는 환상이 만들어내는 실패유형이다.

[Fig. 5] Failure pattern of fail of marketing 
strategy 

6.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신생의 어려움과 ERIS 모델 에서 창업

실패 요인을 도출하 다. 한국 벤처기업들도 Shephard 

et. al.(2000)의 연구와 비슷하게 생산․시장․경 의 어

려움과 같은 신생의 어려움이 존재함을 발견하 다. 그

러나 한국 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 인력 부족이나 제품개

발 실패와 같은 연구개발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차이

을 발견하 다. 한 벤처기업 성공요인 도출에 활용되

던 ERIS 모델을 벤처기업 실패요인을 도출에 용하

고, 유의 인 실패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생의 어려움과 ERIS 모델

을 통합하여 으로써 주요 실패 유형을 사업 비 부족

형, 자원획득 실패형, 략 부재형, 마  실패형의 4가

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실패 패턴을 도시하 다. 

사업 비 부족형은 비되지 않은 창업자가 사업 아이

템에 해 면 한 분석없이 창업하여 실패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원획득 실패형은 자원 조달계획을 명

확히 수립하지 못함으로 인한 창업실패 과정을 기술하

고, 략 부재형은 경 환경  산업 특성에 한 면 한 

분석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실패하는 과정을 도시하 다. 

마  실패형은 제품 마  략의 부재 혹은 잘못된 

마  략으로 인해 실패하는 과정이다.

창업 실패에 한 선행연구들은 실패 요인 도출에만 

머물러 정태  분석이라는 한계 을 가지고 있었다. 선

행 연구에서는 변수들간의 인과 계 연결을 통한 실패과

정을 제시하지 못하 다. 본 연구는 창업실패의 주요 요

인을 도출하고, 인과 계 분석을 통해 창업실패로 이어

지는 인과고리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정태  분석을 동

태 으로 환하는데 기여하 다. 본 연구는 창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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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한 국내 최 의 이론  연구라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기 로 하여 창업 실패요인에 한 일반화가 

가능한 변수의 도출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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