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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Entrepreneur’s Growth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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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on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growth
experience’, which lead the entrepreneur to a development of his/her personal aspect and organization as
well. Such topic was explore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16 entrepreneurs who have more
than 3 years of experience in working on his/her own enterpris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rawn
as follows. First, the entrepreneur’s growth experienc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parts: comfort zone
experience, stretch zone experience, and panic zone experience. Comfort zone is the domain where the
perceived risk is not so big, and entrepreneurs feel that he/she has control of the situation. Second, the
characteristic of entrepreneur’s growth experience is ‘dialectical growth’. Dialectical growth means that
entrepreneurs grow through the circulation process of thesis, anti-thesis, and synthesi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perspectives. First of all, entrepreneurs grow through both routine and critical
experiences. For entrepreneurs, routine is not a status quo, but a shrinking condition. Therefore
entrepreneurs should try their best to maintain their present circumstances which can consolidate the
foundation for further growth. Second, it is suggested that entrepreneurial experience be offered in
entrepreneurial education. For example, lecture by incumbent entrepreneurs can be included in education
program, or ‘lean startup’ can be used to give students a direct entrepreneurial experience.
Key words : entrepreneurial learning, growth experience, taxonomy of experience, comfort zon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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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창업가는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이 명제는 창업가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가져온다. 그동안 창업가에 관한 연구는 창업가의 기질적 특징, 행동 양식 등에 주목해 왔다.
이런 접근은 창업가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켰지만 창업가가 그런 특징을 타고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Cope, 2005). 그러나 창업가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은 창업가가 ‘되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영
웅적’ 창업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창업가로 성장하는가
에 관한 질문을 던져준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창업가의 학습에 관한 이론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창업가 학습을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창업가가 성장하는가를 고찰하였다(Deakins,
1996). 창업가 학습 연구는 성공적인 창업가를 선발하거나 뛰어난 성취를 보인 사람을 뽑는 것
으로부터 더 나아가, 창업가의 학습 및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를 밝히는 것을 강조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Cope,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가 학습이론은 중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기존의 창업가 학습
에 관한 연구는 실패나 역경처럼 창업가가 경험하는 중요사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창업가의
일상경험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아주 드물게 발생하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경험에는 집
중하고, 창업가가 실제로 매일같이 부딪히는 경험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
이 이에 공감하여 창업가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업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학습과 성장이 일어
난다고 제시하였으나(Hines, & Thorpe, 1995) 창업가의 일상경험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
떻게 학습과 성장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Cope, 2003; 2005).
이것은 창업가의 경험을 통한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일상적 경험뿐만 아니라 일상적 경험
까지 망라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이러한 접근은 중요사건에 경도되어
있는 현재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창업가 성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과 비일상을 아우르는 창업가의 성장경
험을 분석하고자 현직 창업가 16명과의 심층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전지대 모형을 창업가 성장경험의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안전지대 모형(comfort
zone model)은 본래 아동의 야외활동을 통한 교육을 논하는 모험교육(adventure education) 차원에
서 제시된 교육 모형이다(Panicucci, 2007). 이 모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학습자가 인지하는 위
험성을 기준으로 안전지대와 혼돈지대를 구분하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확장지대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Panicucci, 2007). 본 연구에서는 이 모형에서 제시하는 안전지대와 혼
돈지대의 개념이 경험의 일상성, 비일상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안전지대 모형을 창업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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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험 분석의 기본틀로 삼았다.
창업가의 성장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창업가라는 독특한 전문 직업
인의 성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즉 창업가의 성장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험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예비 및 신규 창업가 성장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마련할 수 있다. Blenker & Christensen(2010)은 창업가가 창업지망생 교육에 참여하여 경
험을 공유하는 것이 창업 동기부여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그 재료
가 되는 창업가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창업가 성장의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다.
창업가의 주요 특징으로 창업가정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변화하는 존재로
서 창업가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논의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Cope, 2005). 이런 맥락에서 창
업가 성장경험 연구는 창업가에게 성장의 원천이 되는 경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여 창업가
학습연구에 일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적 경험과 비일상적 중요사건을 포괄한 창업가 성장경험의 내용을
밝히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는 어떤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가?
둘째, 창업가 성장경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성장경험1)
경험을 통한 성장을 논할 때 먼저 Dewey의 성장 개념을 떠올릴 수 있다. Dewey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성장을 ‘경험의 재구성’으로 설명한다. 그는 모든 종류의 경험이 성장으로 이어진다
고 보지는 않았다. Dewey는 경험이 가진 고유의 가치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 보았는데, 경험이
가진 가치를 기준으로 교육적 경험과 비교육적 경험을 구분했다. 먼저, 비교육적 경험이란 ‘후
속되는 경험의 성장을 저지하거나 비뚤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경험(Dewey, 1916)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무감각을 야기해 장래의 경험을 가질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
학습자를 좁은 분야의 기계적 기능에만 능숙하게 하여 이후 가질 수 있는 경험의 범위를 좁게
1)

이 용어는 Dewey(1916)가 말한 ‘교육적 경험’, McCall, Lombardo, & Morrison(1988)의 ‘개발잠재력이
있는 경험(developmental experience)’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 경험이 창업
가 개인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가져온다는 뉘앙스를 살리고,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성장경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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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당장은 유쾌하지만 미래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끊어지도록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김병길․송도선, 1995). 반면에 교육적 경험은 현재 경험과 미래 경험 사이에서 활발한 상
호작용이 일어나고, 선행 경험이 후속 경험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즉
“후속되는 경험을 촉진시키고 확장시키는 것”(김병길․송도선, 1995)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격적 통일에 기여하는 경험, 민주적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얻어진 경험, 타인의 권리, 감정, 목적,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가르치는 경험, 충분한 누적을 고
려한 후에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는 경험, 보다 풍부하고 조화된 개인적, 집단적인 생활을 가르
치는 경험”(김병길․송도선, 1995)을 들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경험에 의한 성장이란 경험의 재구성에 의한 인간의 심리․정서․능력 차
원의 긍정적인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경험이 재구성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구성된 지
식, 기술, 신념, 태도, 능력, 사상 등이 새로운 경험과의 상호작용 하에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성찰에 의해 이루어진다(Kolb, 1984).
기업 맥락에서 성장경험에 대한 논의는 ‘개발잠재력이 있는 경험(developmental experience)’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McCall, Lombardo, & Morrison(1988)은 조직의 관리자 1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관리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 중 다른 것보다 더 많은 학습을 가능케 하는
경험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개발잠재력이 있는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개발잠재력이 있는 경험을 ‘과업(assignments)’, ‘상사(boss)’, ‘역경(hardship)’으로 제시하
였다. 이 분류에 따라 세부 경험 및 각 경험에 따른 교훈이 제시되었다.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
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관리자들은 그들이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도전적인 상황은 관리자로 하여금 위
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상황은 학
습의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학습의 효과를 검증할 행동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개
발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McCall et al., 1988).
개발잠재력 있는 경험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김도연․오헌석(200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고성과 관리자 2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수집한 63개 경험 사례를
가지고 개발잠재력 있는 일터 경험의 유형과 특성을 밝혀내려 하였다. 그 결과 개발잠재력이
있는 경험은 벤치마킹, 컨설팅, 전문가 코칭 등을 통한 ‘학습’, 최고경영자의 지원, 부하육성,
대인간 갈등 등과 같은 ‘인간관계’, 해외근무나 시장환경 변화와 같은 ‘환경변화’, 첫 관리경험,
승진, 신제품 개발 등의 ‘직무’, 업무실수나 위기관리 같은 ‘난관’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었
다. 이 연구에서는 일부 경험의 영역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일정한 기준이 존재함을 발견
하고 이를 ‘핵심성공요소’라 이름 붙였다. 핵심성공요소의 예를 들면 해외 사업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첫 관리자 경험에서 ‘배후조종자가 되어야 한다’, 프로젝트에서 ‘커뮤니케이션
을 잘 해야 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가 나타났다. 핵심성공요소는 경험과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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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현되는 역량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도연․오헌석, 2007).
2. 창업가 학습과 경험
창업가는 경험으로부터 학습한다. 창업가는 매우 행동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경
험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연구자들은 창업가 학습의 대부분이 경험에 기반한다는 점에 주목했
다(Rae & Carswell, 2001; Cope, 2003). 특히 경험과 관련한 창업가 학습에서 강조되는 것은 ‘과
정’의 측면이다. 즉 어떻게 창업가가 학습하는가에 관한 주제는 지속적으로 연구자들이 주목을
끌어왔다. Minniti & Bygrave(2001)은 이에 관해 오직 ‘활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또는
‘직접 관찰(direct observation)’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alley & Hamilton
(2000)는 이 같은 입장을 인상적으로 표현했는데, 그들은 학습과정에 지름길은 없으며, 다양한
시행착오(trials by fire)는 통과의례와 같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경험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창업가 학습에서 경험이 갖는 중요성을 환기했다(Dalley & Hamilton, 2000).
창업가에게 중요한 학습을 일으키는 경험의 유형에 관해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접
근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 학습사건(critical learning events)’은 창업가 학습 메커니즘을 이해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Cope, 2001; Cope & Watts, 2000; Deakins & Freel,
1998; Rae & Carswell, 2000). 중요사건은 불연속 사건(discontinuous event)(Cope, 2003; 2005; 2011),
주요 사건(significant event)(Scott & Bruce, 1987) 등으로 표현되어 왔는데, 모두 창업가가 일반적
으로 사업 활동상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예외적인 사건을 가리킨다(Cope, 2005).
이 경험은 창업가에게 직접적․즉각적․결정적․장기적인 차원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었다(Cope, 2003). 중요사건 중에서 특별히 창업가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크게 나누면 성공 같은 긍정적인 경험과 실패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있
다(Minniti & Bygrave, 2001; Reuber & Fischer, 1999). 연구자들은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경험의
역할을 강조했다. 즉 문제점 발생, 실수, 위기, 실패, 역경 등이 창업가의 학습을 도모하는 중
요 사건으로 지목되어 왔다(Cardon & McGrath, 1999; Cannon & Edmonson, 2001; Cope, 2005;
2011; Daudelin, 1997; Kleiner & Roth, 1997; Politis & Gabrielsson, 2009; Scott & Bruce, 1987; Sitkin,
1992; Snell, 1992).

이처럼 창업가 학습 연구에서는 주로 중요사건에 이목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창
업가의 일상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창업가는 당면한 중요 학습사건
으로부터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점진적으로 학습과 성
장이 일어난다(Hines & Thorpe, 1995). 즉 창업가는 비선형적이고 단절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일
상적인 활동에서도 학습한다(Costello, 1996; Cope, 2003). Cope(2005)는 중요사건이 보다 높은 차
원의 학습에 직결된다고 주장했지만, 한편에서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험의 점진적인 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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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해서도 고수준 학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Burgoyne & Hodgson, 1983). 즉 내면 깊은
곳의 가치관, 사고방식 등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학습 유형은 ‘점진적이고 암묵적인 변화’ 과정
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어떤 일상경험은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개인의 신념을 부식하며,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다른 경험의 점진적인 축적을 통해 창업가는 새로운 신념을 얻게 된다
(Burgoyne & Hodgson, 1983; Cope, 2005).

이렇듯 창업가가 일상에서 겪는 경험에서도 중요한 학습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어왔지만
그 중요성은 비일상적인 사건에 가려져왔다. 비일상적인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
만, 창업가가 보다 더 많이 접하는 것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경험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창업가에게 성장을 가져오는 일상적인 경험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Cope, 2005).
3. 안전지대 모형
안전지대 모형(comfort zone model)은 학습자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하여 학습이 일어나는 지
점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 모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하나는 아동의
야외활동을 통한 교육을 다루는 모험교육(adventure education)이고, 하나는 전문성 개발의 맥락
이다. 최근에는 외연이 확장되어 창의성, 혁신과 관련한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배경에 따라 용어나 의미상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지대(comfort zone), 학습
지대 또는 확장지대(learning/stretch zone), 혼돈지대(panic zone)으로 구분되는 동심원적 구조는 동
일하다.

[그림 Ⅱ-1] 안전지대 모형(Panicucci,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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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험교육에서 아동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안전지대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개인의 능력 범위를 기준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안전지대, 그 범위를 벗어난 영역을 혼
돈지대로 구분하고, 그 중간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영역을 확장지대로 설정했다. 이 모델에서는
안전지대의 경계에서 도전을 느끼되, 개인의 능력을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는 확장지대에서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았다(Panicucci, 2007). 즉 Panicucci(2007)는 스트레스 또는 도전 상황에서
사람들이 반응하여 혼란과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
다. 학습자는 확장지대에서 평상시의 방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또한 이 발견을
통하여 동시에 그들 내면의 자아(inner being)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 경험은 상당히 불
편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확장지대 경험은
특별하게 주어지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Panicucci, 2007).
이 모형에서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는 인지된 위험성(perceived risk)이다. 개인이 인지하는 위
험의 정도, 즉 그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가에 따라 성장과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처음에 낯설고 불편한 상황에서 위험에 직면한 개인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이 때 학습자
는 일종의 인지부조화를 경험한다(Panicucci, 2007). Lucker & Nadler(1997)은 이를 괴로움 지대
(groan zone)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지대에서 야기되는 걱정, 의심, 공포를 극복하고 성공을 쟁
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 지대(growth zone)로 옮겨 간다(Lucker & Nadler, 1997). Panicucci(2007)
은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장을 이루는 경험을 확대지대 경험(stretch-zone experience)이라
고 하였으며, 이것이 학습을 촉진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즉 위험성이 너무 크면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스트레스를 겪기 때문에 오히려 개
인 및 그룹에 미치는 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Leberman & Martin, 2003). 혼돈지대에서 나타나는
경험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안전지대 외부의 경험이 반드시 최고의 학습 경험으로 연결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Brown, 2008). 즉 스트레스는 학습자에게 심리적․육체적 피해
를 가져오는데,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만드는 것은 학습 효과보다 커다란 부정적 결과
를 초래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Brown, 2008). 이런 맥락에서 모험교육에 관한 다른 연구 동향
은 학습자에게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접근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
며, 가장 큰 변화는 학습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Daivis-Berman &
Panicucci(2007)

Berman, 2002).

안전지대 모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이 모형의 어느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이 일
어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이 모형에서는 인지된 위험성이 적당한 수준에서 학습이 일어난다
고 하고 있으나, 학습에 관한 다른 입장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학습
을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학습이 큰 위험을 만들어내지 않는 활동 하에서 일어
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는가 하면(Leberman & Martin, 2003), Mezirow(1991)는 반대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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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발생하는 커다란 충격이 의미구조(meaning structure)의 변화까지 가져온다는 전환학습
(transformative learning)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각각 안전지대 내부의 활동과 혼돈지대의
활동 역시 학습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창업가는 상시적인 위험 상황에 놓여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현재의 평온한 상태를 거
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 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 따라서 위험감수성이
창업가정신의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Dees et al., 2004; Gartner, 1988; Kao, 1993; McClelland,
1961). 안전지대 모형 역시 현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적절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는 지점에
서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감수성을 특징으로 하는 창업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지대 모형의 세 구분, 즉 안전지대, 확장
지대, 혼돈지대를 분석틀로 하여 창업가의 성장경험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현직 창업가와의 면담 자료를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창업
경력이 총 3년차 이상인 창업가 중 연구 시점까지 본인이 창업한 기업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직 창업가로 선정하였다. 3년이라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
는 기점으로 인식된다(경기개발연구원, 2014). 또한 전문 경영인과 창업가를 구분하기 위해 자
신이 직접 창업한 기업에서 현재까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찾기 위해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Merriam, 2009).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의 소개를 통해 다른 연구참여자를 추가하였다. 참여자와의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은 연구
참여자의 회사 사무실 혹은 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였으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창업가는 16명이며,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표
Ⅲ-1> 같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인 테마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테마분석은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에서 얻어진 질적데이터를 분석하기에 특히 적절한
내용 분석 방법이다(Kelley et al., 1999). 테마분석은 과정을 밝히는 목적으로 대화자료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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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성명(가명)
김승규
윤일록
이범영
여민지
이재성
김주영
김창수
임창우
장현수
정동호
권창훈
김민우
지소연
김민혁
한교원
강수일

<표 Ⅲ-1> 연구참여자의 주요 특성
성별
나이대
사업분야
남
30대
패션, 의류
남
30대
영상제작
남
40대
공공, 무역
여
50대
영상제작
남
30대
통신서비스
남
30대
스포츠의류
남
40대
모바일게임
남
50대
바이오테크
남
40대
농산물가공
남
40대
교육
남
30대
포토 스튜디오
남
40대
인테리어
여
40대
아동 의류, 침구
남
50대
침구
남
20대
제조, 부동산
남
30대
아웃도어 용품 제조

창업 경력
3년
4년
15년
12년
11년
6년
4년
5년
8년
14년
12년
15년
15년
16년
5년
4년

기에 적절하며, 연구참여자의 삶의 양상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패턴을 확인하는 데에 용이하
다(Aronson, 1994). 따라서 테마분석은 창업가가 겪는 다양한 경험을 밝히는 데에 주안점을 둔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분석 과정은 코딩을 통한 범주합산(categorical aggregation)으로 이루어졌다. 전사자료를 수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창업가가 창업 이후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느낀 경험에 관한 단어, 문장,
문단 등의 의미 단위를 분석하고 코드를 부여하였다. 성장경험에 관련한 코드는 주로 참여자
가 진술한 사례 단위로 붙여졌다. 1차 코딩 결과 창업가의 성장경험과 관련된 코드 165개가
도출되었다. 각 코드를 마인드맵 프로그램인 ‘Scapple for Mac 1.2’ 상에 입력한 뒤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코드를 통합 및 삭제하여 성장경험 141개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141개의 코드
는 특징에 따라 먼저 분석틀인 안전지대 모형의 안전지대, 확장지대, 혼돈지대 중 적합한 영역
으로 분류되었다. 이 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 코드를 분석틀의 영역 내에서 개념의 유사성에
따라 유목화하여 상위 주제를 도출했다. 이 때 코딩 및 범주화의 각 단계마다 결과물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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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간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검토하였으며, 5인의 동료 연구자에게 보이고 피드백을 반영하였
다. 사례에서 주제를 도출한 과정의 예시는 <표 Ⅲ-2>와 같다.
사례

2)

김창수 –3
이범영 –13
강수일 - 12
정동호 - 9
한교원 - 5
이범영 - 10
윤일록 - 2

<표 Ⅲ-2> 연구자료에서 도출된 코드, 상위주제, 영역의 예시
핵심내용
코드
그러면 다음달 월급날이 걱정되는 거에요. 하 월급날
루하루 돈 걱정만 하게 되니까 사실은.
걱정
자기네 양심을 버리고서 해야 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주변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결코 그런 분들의 관찰
끝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걸 많이 봐 왔거
든요.
물건 띄울 때. 컨테이너에 물건 실을 때 뿌듯 수출할 때
하죠. (동기부여가) 되죠. 더 잘해야겠다,
뿌듯함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이 독서를 통한
이렇게 봤던 거 같아요. 짐 콜린스. 딱 얘기 학습
하는 게 짐 콜린스.
돈을 많이 줬던 사람들은 보통 사고들 한 번 직원들이
씩은 다 쳤던 거 같아요.
사고침
저희가 해외 사업을 한 번 크게 회사의 성장
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해외 사 사업 실패
업을 하다가 저희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한 번 세금 폭탄을 크게 맞으면서 이 세무 업무
대로는 안 되겠다.
실수

상위
주제
일상
유지
네트
워크
성취
자기
개발

영역
안전
지대

확장
지대

갈등
실패

혼돈
지대

실수

본 연구에서는 연구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Padgett(1998)이 제시한 전략 중 동료집
단 조언/지지(peer debriefing), 참여자 점검(member check)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분석 과정에서
교육학 박사과정 1인, 교육학 석사 학위자 2인, 교육학 석사과정 2인으로 구성된 연구공동체에
서 의견을 수렴하여 테마의 명명 및 재범주화에 반영하였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코딩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하고 피드백을 수렴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사례 번호는 면담자-전사자료 쪽번호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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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창업가 성장경험의 구분 기준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성장경험을 분류하기 위해서 안전지대 모형(Panicucci, 2007)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안전지대에서 말하는 세 개의 영역, 즉 안전지대(comfort zone), 확장지대
(stretch zone), 혼돈지대(panic zone)를 응용하여 가장 큰 범위에서 창업가 성장경험을 분류하였다.
이 세 가지 영역은 경험의 주도성(proactivity), 위험성(risk), 주기성(periodicity)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도성은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해당 경험을 계획하여 하였는가, 아니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경험이 주도적으로 일어났는가 수동적으로 일어났는가에 따라
당사자가 행동하는가(act), 반응하는가(react)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도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한다. 위험성은 해당 경험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가를 의미한
다. 이것은 기존 안전지대 모형에서 세 영역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Panicucci, 2007). 특히 창업가에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창업가정신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언
급될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각 지대의 경험이 가진 특성을 드러내는 기준으로 적합하다
고 판단했다. 주기성은 해당 경험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인가를 의미한다. Cope(2003; 2005)
는 창업가 경험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경험을 크게 일상적인 사건(routine)과 비일상적인 사건
(discontinuous events)로 구분하였는데, 주기성은 이 둘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가장 큰 범위에서 경험을 분류하였고, 세부 경험은 각각이 갖는 특징
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창업가 성장경험의 분류와 정의를 정리하면 <표 Ⅳ-1>과 같
다.
2. 창업가의 성장경험
안전지대 경험
안전지대 경험(comfort zone experience)은 창업가에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험이다. 이 경험
은 예측 가능하고, 대부분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안전지대 경험은 창업
가의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창업가 개인이나 사업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이
경험은 Cope(2003)가 말한 일상경험(routine)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안전지대 경험은 그것이
사업활동과 관련되었는지, 인간관계와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일상유지 경험과 네트워크 경험으
로 구분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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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안전지대
경험
확장지대
경험

혼돈지대
경험

<표 Ⅳ-1> 창업가 성장경험의 분류와 정의
정의
소분류
정의
창업가가 심리적․물리적 일상유지 경험 기본적인 사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한 과업 수행 경험
으로 안전이 보장되었다
고 느끼는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경험 창업가가 맺고 있는 다양한 인맥을
일어나는 경험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활동
창업가가 사업 활동에서 주도적으
창업가가 의도적으로 자 성취 경험 로 도전적인 일에 뛰어들어 성과를
이룬 경험
신의 안전지대를 넓히고
자 하는 경험
개인적으로 학습 활동에
자기개발 경험 창업가가
참여하는 경험
, 거래처, 직원 등 인간 관계에
갈등 경험 동료
서 겪는 심각한 어려움
제어 범위를 벗어난 사건 죽음의 계곡 사업의 존속 여부에 위협을 가할
이 창업가에게 발생하여
경험
정도로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험
겪게 되는 경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
실수 경험 지만 예기치 못하게 사업 수행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는 경험

일상유지 경험
일상유지 경험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 영역에서 발생하리라고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경험을 말한다. 창업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고, 자신의
수입이 증가하리라는 것을 기대한다. 이 경험은 점진적으로 발생하며 창업가의 예측 가능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점진적인 경험의 누적을 통하여
창업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창업가에게 매월 돌아오는 월급날은 일상적으로 발생하지만 창업가에게 커다란
부담감을 안겨주는 경험으로 꼽혔다. 그 이유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늘 자금은 부족하기 마련
인데 월급날은 정기적으로 큰 돈이 지출되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창업가
는 ‘줄타기’ 속에서 살아가는 기분과 동시에 직원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간
다.
(1)

그냥 계속 돈이 모자라요. 아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대표이사가 월급날이 두렵다
고 하잖아요. 월급 줘요. 그러면 다음달 월급날이 걱정되는 거에요. 하루하루 돈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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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 돈에 대한 마음으로. 계기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김창
수).
창업가는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고객으로부터 듣는 긍정적인 피드
백, 지속적인 관계 형성은 창업가가 사업을 운영하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즉 고객과의 관계 경험은 창업가의 사업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고객이) 진짜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딱 필요한 속옷이랑 세면도구랑 뭐만 가지
고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가방을) 이렇데 들든 이렇게 들든 이렇게 들든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어 진짜 저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
는 게 최고의 찬사였어요(김승규).
(

네트워크 경험
창업가는 평소에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한다. 그들은 서로 사업 내외적
인 문제들을 터놓고 상담하는 멘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도 한다. 이 관계 속에서 창업가
는 사업 활동에 필요한 지식, 통찰을 얻는다. 또한 네트워크 자체가 새로운 사업 기회로 작용
하기도 한다. 네트워크 경험에는 창업가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겪
은 대리경험도 포함된다. 주로 다른 창업가나 관련 기업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어려움에 빠지
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창업가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다.
(2)

어떤 대표님한테 어떤 제가 그때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거(새로운 사업 구상이) value
chain 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 질문 딱 던지더라구요. 굉장한 핵심적인 질문이죠. 곧바
로 접었어요 그 생각을(정동호).
자기네 양심을 버리고서 해야 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결코 그런 분들의 끝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걸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제가 많이 봐 왔
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그런 유혹들을 뿌리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고(이범영).
안전지대 경험은 대부분 창업가의 예측 범위 안에 있어 큰 불편을 야기하지 않지만, 월급날
경험처럼 창업가에게 상당한 부담감과 책임감,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경험도 있다. 이 사실은
안전지대 내부의 경험이 반드시 ‘편안한’ 감정만을 야기하는 것은 보여준다. 이를 미루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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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란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분투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확장지대 경험
확장지대 경험(stretch zone experience)이란 창업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안전지대를 넓히고자
하는 경험을 일컫는다. 현재 상태의 유지를 넘어 개인적 능력, 사업 영역 등의 확장을 지향한
다는 점에서 성장이 일어난다. 또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업가 스스로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능동적 경험(trying)이다(Dewey, 1916).
2)

성취 경험
성취 경험은 창업가가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 수행한 일이 뛰어난 성과로 이어진 것을 의
미한다. 창업가는 사업 활동에서 여러 가지 과제와 문제를 해결한다. 이 활동이 실제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창업가는 사업에서의 자신감과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이해관계자
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것이 조직이 성장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창업가가 전에는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역의 활동에 도전하여 성과를
이루어낸 첫 성취 경험은 창업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는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하
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팁을 얻기도 하고, 자신이 일을 하는 의미를 찾기도 하
였다.
(1)

홍보 영상도 처음 만들 때 촬영팀을 데리고 가서 찍는 게 처음이었는데, 내가 직접
촬영을 하지 않고 촬영 감독을 세워서 촬영한. 그러고 되게 좋은 거야. 나는 편한데 퀄
리티도 좋아. 뭐 돈은 어차피 그 사람 것까지 내가 받아서 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
도. 아 이거 되게 괜찮다(윤일록).
자기개발 경험
창업가는 개인적인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한다. 그것은 사업영역에서 요
구되는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과 노하
우를 습득하는 학습이기도 하다. 자기개발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활동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의 특징을 갖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 참여나 독서처럼
전통적인 형태의 학습도 창업가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원래는 내가 윈도우 기반에서,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을 쓰다가 이제 맥 기반으로 넘
어왔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파이널컷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쓸 줄을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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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에는 그 편집을 외주로 맡기다가 점점 외주로 맡기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
고, 하다보니까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게 되고(윤일록).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mission statement에 대해 고민하게 된 것은 2006년도 세븐해빗
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거 같아요. 2006년도에. 아 이런 명문화된 mission statement
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2006년도였고. 2007년도 8년도 세븐해
빗을 여러 번 했었고 직원들과 함께 좀 명문화된 mission statement를, 지금 버전은 아니
었지만 그 전 버전에 mission statement와 core value를 선정해보았고(정동호).
이처럼 창업가의 확장지대 경험을 운영하는 원리는 경험 안에 담긴 창업가의 열정적인 노
력이다. 열정은 창업가가 자신의 안전지대를 확장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열정에서 비롯된
노력의 결과는 창업가의 성취, 그리고 자기개발로 드러났다. 즉 열정은 기존의 안전지대를 넓
혀 창업가가 통제하거나 도전할 수 있다고 느끼는 범위가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혼돈지대 경험
혼돈지대 경험(panic zone experience)이란 창업가가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
로 인해 창업가의 안전지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 경험은 창업가가 구축하고 있는
경험의 안전지대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예측 범위를 넘어선
우발적 사건, 비정상적인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 개인 및 조직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경험
을 가리킨다. 이 경험은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며 ‘겪는 것(undergoing)’으로서의 경험(Dewey,
1916)에 가깝다.
3)

갈등 경험
갈등 경험은 창업가가 사업 활동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창업가는 사업을 하면서 조직 내부 직원, 거래처 관계자, 동료 사업가 등 다양한 관계를 형성
한다. 이런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창업가 개인에게 심리적, 감정적으로 타격을 입힌다. 한편
사업 활동은 창업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조직 전체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사고’를 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 사고란 작은 경우 급여를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방적인 퇴사, 심한 경우 사기를 쳐서 회사에 금전적 손
해를 입힌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처하는 경험을 통해서 창업가는 자신에게 전에는 알지 못했
던 ‘독한 면’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는가 하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력관리
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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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중국에 법인을 하나 설립했는데, 그 때 그 법인을 맡겼던 친구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빼먹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법정 소송까지도 간… 한 3년. 3년 검
찰청을 쫓아 다녔어요. 그거 하나 해결하는데. 이게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중국
에서 벌어진 일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지소연).
창업가가 맺는 다양한 관계 중 특히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에서 오
는 어려움은 창업가를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했다. 이해관계자가 창업가 측 회사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업계의 관행이나 권력 관계를 이용한 행패, 혹
은 개인적 감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 시기를 극복하기까지 인내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통하여 창업가는 앞으로 누구와도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면역,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교
훈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상대방이 비인격적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더
욱 그냥 빨리 포기하고 접고 그냥 각자의 길을 가고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 수 있잖아
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함께 파트너로 일하면서
6개월, 1년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걸 장기적으로 했다가 다시 또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해 동안을 그렇게 진행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중에 하나였어요(김민우).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때로 ‘배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경험은 창업가가 형성하
고 있던 신뢰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배신을 당한 창
업가는 그 이후로 인간관계,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심하게 되고, 사람을 보
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주변 사람을 통하여 상대방의 이력을 조사하고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였다.
본인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 12월 한 이맘때쯤
퇴사를 시켰는데, 안 좋은 부분이 많았죠. 오더를 빼돌린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
기에 있었던 인적 문제에 대해서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에
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서, 보수라든지, 상여 이런 것도(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도 수익이 발생하면 그분에게 해 주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강
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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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계곡 경험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경험은 창업가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
나 어려움을 겪고,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손해를 입은 경험을 말한다. 죽음의 계곡 경험의 특
징은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때로 사업 종결 위기까지 이를 정도로 심한 자금
압박을 받았다는 점이다. 창업가는 다양한 경로로 역경을 극복하려고 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서 조직 내부의 역량이 증대되거나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경험은 창업가에게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들은
대체로 이 위기를 극복한 이후 사업 활동에서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변화를 겪었다.
(2)

저희가 해외 사업을 한 번 크게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해
외 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사실 굉장히 회사가 많은 어
려움을 겪었었고요. (중략) 거래처로부터 독촉을 받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독촉을 받고, 또 직원들 급여를 제 때 못 주니까 눈치를 봐야 하고 사실 정말 한 마디
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사실 그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나약한
생각이 들 때는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을(이범영).
죽음의 계곡 경험은 창업가를 거의 파멸에 이르는 급박한 지경으로 몰고 간다. 창업가는 이
지점을 넘기 위해 평상시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노력을 한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심리적
인 측면에서는 물론 경제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이 자신뿐
아니라 직원과 가족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창업가는 마치 배수진을 친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사업에 임한다.
이렇게 한 번 고비를 넘기면 창업가의 안전지대는 재편되어 다시 구성되며, 더 성장한 상태
에 이른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사점(dead point)을 넘긴 이후에 느끼는 편안한 상태, 즉
‘세컨드 윈드(second wind)’로 비유할 수 있다.
실수 경험
창업가는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얻게 된다.
이 경험은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재무, 인사 등 경영활동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 실수 경험
은 주로 사업 분야에 처음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던 사업 초기에 주
로 발생했으며, 사업 운영의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계기로 작용했다.
사업 초창기에 창업가는 사업 활동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세무처리 같은 업무에서 시행착오
를 겪기도 하고, 인재 선발에서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실수 경험은 창업가의 지식 부족,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창업가는 실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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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선하는 노력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경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그 때는 처음에는 (세무 업무를) 너무 몰라가지고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 막
찾아보고 한참을 찾아보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신고를 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잘못 신
고한 것도 있었어. 이거는 공제하면 안 되는 건데 공제한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도 알아가고(윤일록).
직원들이) 그만둬요 금방. 그니까 한 달 두 달, 혹은 6개월 이렇게 있을 때 그게(열
정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쉽게 좀 그만두죠. 그러면 회사의 노하우를 쌓을 수 없고 가
르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정말 퍼포먼스를 내고 회사의 이익을 끼쳐
나가게끔 하려면 기본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기본기 단계에서 이렇게 좀 통과를 못하는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는 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여겨지는 거죠(김민우).
(

혼돈지대 경험에 관해 종합하면, 이 영역의 경험에서는 창업가의 통제범위에서 완전히 벗어
나 있어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안전지대 내부로 침투해 들어온다. 이로 인해 창업가의
안전지대는 전체가 뒤흔들리는 충격을 받게 된다. 즉 창업가는 혼돈지대 경험을 통하여 사업
의 전체적인 방향성, 인간관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겪는다. 즉 혼돈지대 경험 이
전과 이후 안전지대는 그것의 형태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모든 혼돈지대 경험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실패로부터의 학습을 연
구한 Cope(2001)가 제시하듯이 실패 이후 극복하는 과정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창업가는 충
격을 극복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여기에 직원들이 합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내면적으로는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심리적 충격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혼
돈지대를 헤쳐 나갔다.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가의 성장경험 모형을 종합하면 [그림 Ⅳ-1]과 같다.
즉 안전지대 경험에서 나타나는 축소하려는 힘과 유지하려는 힘의 대립, 확장지대 경험에서는
주도적으로 안전지대를 넓히려는 의지, 혼돈지대 경험에서는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안전지대
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 창업가 성장경험의 특징 : 변증법적 성장
창업가의 성장경험은 변증법적 특징을 보인다. Hegel은 역사를 이성이 테제(正: These), 안티
테제(反: Anti-these), 진테제(合: Syntheses)라는 변증적인 논리를 통해 진보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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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창업가의 성장경험 모형

이병승, 2006). 즉 창업가의 현재 상태를 정, 현재 상태를 깨뜨리는 경험을 반, 그리고 반을 극
복하여 성장한 결과로서 합이 존재한다. 창업가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정반합의 반
복을 통한 순환적 성장으로 이해된다.
창업가에게 정의 경험이란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후
창업가가 매일 일어나리라고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겪는 경험이다. 그 자체가 창업가의 안전
지대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에 도전한다. 먼저 반은 좌절, 실패 같은 부정적인 경험일
수 있다. 이것은 좌절 경험에 의한 상담자의 성장에 관한 연구(오현수․한재희, 2009)에서 지적
하는 반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 때 반의 범위를 확장시켜 현재의 정에 대립되는 경험으로 이
해할 때, 그것은 단지 실패 같은 부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새로운 일에 뛰어들
어 현재 상태에 균열을 가하는 ‘도전’도 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반 경험은
혼돈지대와 확장지대 경험을 포괄한다. 한편 현재 상태에 대한 재정의에서 반을 조명할 수도
있다. 창업가에게 현재 상태는 진공 상태여서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다.
창업가의 현재 상태는 필연적으로 바람이 빠지는 반의 현상을 동반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창
업가의 안전지대 경험은 곧 정인 동시에 반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듯 창업가의 성장경험에서 반의 상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종
합해서 현재 상태에 대한 도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창업가는 도전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방
식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합의 경지에 이른다. 이 과정은 혼돈지대 경험에서는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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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의 극복, 확장지대 경험에서는 열정적인 노력, 안전지대 경험에서는 끊임없는 일상적 투쟁
으로 그려진다. 그 결과 얻게 되는 합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 안전지대 경험에서는
현재 상태의 유지, 확장지대 경험에서는 성취 혹은 역량의 축적, 혼돈지대 경험에서는 새로운
시각의 형성이 합으로 설명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2]과 같다.

[그림 Ⅳ-2] 변증법적 순환을 통한 성장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가 겪는 다양한 경험 중 성장으로 이끄는 경험이 무엇인가에 관해 탐
구하였다. 16명의 현직 창업가와의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창업가의 성장경험은
안전지대 모형에 따라 크게 안전지대 경험, 확장지대 경험, 혼돈지대 경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때 기존의 안전지대 모형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안전지대 경험과 혼돈지대 경
험에서도 성장이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창업가 성장경험의 특징을 변증
법적 순환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성장경험으로서 안전
지대 경험의 존재는 창업가가 겪는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창업가학습 연구에서는 창업가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으로 ‘불연속 사건’으
로 대표되는 중요사건에 주목해왔다. 뛰어난 성취, 예기치 못한 실패나 역경 등 일상을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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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창업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창업가가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일상
경험이 창업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Cope, 2005;
김도연․오헌석, 2007).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경험을 창업가가 제어 및 예측할 수 있고, 위험
성이 낮은 안전지대 경험으로 설정하여 이 차원에서 일어나는 성장경험의 내용을 밝혔다. 이
를 통해 볼 때 매월 돌아오는 월급날, 빈번하게 경험하는 고객으로부터의 긍정적인 피드백 등
의 경험은 창업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창업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경험으로서, 점진적인 축적을 통하여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전지대의 경
험이 창업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창업가가 처한 독특한 맥락과 관련이 있
다. 즉 창업가에게 안전지대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현재의 안전이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
하지 않는다. 일의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직장인과 달리 창업가
는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한다. 곧 창업가의 안전지대란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줄어드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유지를 위해서 창업가는 분투해야 하는
매일을 겪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의 일상은 늘 마주해서 익숙하지만 동시에 하루하
루가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일상 경험에 대해 이런 식의 사고 전환은 다른 영역의
일상 경험도 중요한 학습경험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혹은 창업가라는 맥락이 가
진 성장경험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일터학습이나 전문가 학
습 등의 영역에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한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경험을
통한 성장의 담론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창업가 성장경험의 특징으로 제시된 변증법적 순환은 성장경험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도전성’과 부합한다. McCall et al.(1988)은 성장경험이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서 벌어지
며, 이것은 당사자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의 결과를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한
다고 설명했다. 창업가 성장경험에서 도전성이라는 원리는 정반합의 순환으로 나타났다. 즉 그
들의 현재 상태(정)에 위협을 가하는 다양한 도전적 경험(반)에 대한 대처와 극복을 통하여 창
업가는 한 걸음 더 성장한 상태(합)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가 성장경험
의 변증법적 순환과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도전성 간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창업가
에게 반의 경험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안전지대 자체의 축소지향성,
확장지대에서의 겪는 저항, 혼돈지대에서 나타나는 충격 등으로 요약된다. 곧 창업가에게 도전
적인 상황이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내는 도전이기도 하다. McCall et al.의 연구는 관리자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전
성은 주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되는 업무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 이질
적인 해외 지역으로 배치된다거나, 새로운 직무를 맡는 것 등이 있다. 이처럼 수동적인 형태의
도전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창업가의 혼돈지대에서 나타나는 경험과 상응한다. 한편 창업
가는 조직의 최고 리더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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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주도적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 즉 도전적 경험이 주어지는 관리자와 달리, 창업
가는 도전적 경험을 스스로 찾아나선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안전지대 경험에서 현재 상태의
유지를 위한 분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창업가가 매일 접하는 일상 경험 속에도 도전성이 포
함되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를 종합하면 창업가의 성장경험에서 나타나는 도전성은
McCall et al.의 주장처럼 수동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창업가가 능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경험과 일상적인 경험 속에도 자연스럽게 내포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가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즉, 예비창업가들이 창업 경험을 미리 해
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창업가들은 창업 맥락에
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의 창업 교육은 대개 강의실에서 일어나
는 형식학습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다양한 경험과 관계를 통하여 일어나는 무형식학습 차
원이 결합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창업가 교육을 위한 요구분석과 프로그램 설계 단계
에서부터 창업가의 경험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채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만한 예
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린스타트업(lean start-up)’을 응용한 창업가 교육이다. 린스타트업은
시장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신속하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고객에게
노출시키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방식으로 창업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빠르게 거치는 창
업 기법이다(Ries, 2011). 이것을 창업가학습의 차원으로 적용하면, 창업가는 린스타트업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창업에 필요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기법은 창업가 교육에서 강의 위주의 방식보다는 활동 위주의 교육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강의실을 배경으로 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창업가가 실제 창업 활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창업가 교육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가의 성별․산업별
특성에 따른 성장경험 접근이 필요하다. 개발잠재력 경험과 관련하여 Van Velsor & Hughes
(1990), Evans(2000) 등은 성별에 따른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6명의 연
구참여자 중 2명을 여성으로 구성하였으나 여성창업가의 성장경험이 갖는 특징을 밝혀내기에
는 부족함이 있었다. 아직까지 여성 창업가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그 중요성
이 점점 높아지는 변화 속에서 여성 창업가의 성장경험에 집중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백
재화, 2014). 한편 창업가는 산업분야라는 특수한 맥락 하에 있다. 산업에 따라서 사업 활동의
특색이 다르게 나타나고, 따라서 창업가의 경험도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학습의 많은
부분이 맥락중심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 창업가의 산업에 따른 성장경험 특
징을 분석한다면 창업가 성장경험의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업가의
성장경험과 관련한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와의 심층면담 자료를 바탕
으로 창업가의 성장경험을 분류하였다. 이 때 창업가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중요하다고 여기
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였는데, 이런 절차의 결과로 도출된 성장경험 사이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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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경험이 상대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경험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
하는 것은 창업가 교육 차원에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전
망된다.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성장경험 모형에 관하여 요인분석 등을 통한 통계적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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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의 성장경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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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경험 중 개인 및 조직의 성장으로 이끄는 경험을 성장경험이라
명명하고, 그 유형 및 특징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 경력이 3년차 이상인 창업
가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가의 성장경험 분류는 창업가가 제어할 수 있고, 인지
된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안전지대 경험, 창업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안전지대를 넓
히고자 하는 확장지대 경험, 창업가의 제어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 창업가에게 발생하여 겪는
혼돈지대 경험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가의 성장경험은 변증법적 성장이라는 특징을 갖는
다. 즉 창업가는 현재 상태로서의 정의 경험, 그것을 깨뜨리는 경험인 반의 경험, 반을 극복
한 성장을 의미하는 합의 경험을 순환하면서 성장을 이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창업가는 일상적인 경험과 비일상적인 경험 모두를 통하여 성장한다는
점을 밝혔다. 창업가에게 일상은 현재 상태의 유지가 아닌, 활동하지 않으면 쇠퇴하는 특징
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가에게 일상 경험이란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하여 추후 성장의 발판을 튼튼히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창업가 교육에서 창업 경
험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서 창업가 교육 프로그램에서 직간접적인 창업
경험의 제공, 린스타트업 기법을 활용한 창업가 교육 등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 창업가 학습, 성장경험, 경험 분류, 안전지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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