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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신생기업 내 사회적 관계와 신생기업 업무조율방식 형성 사

이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 있다. 업무조율방식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업무조율

방식의 선행요인으로 조직 내 사회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오늘날 각 경제 내에서 신생기업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실과,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의 조직 내 역할이 조직이론에서 비중 있

게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생기업 내 사회적 관계와

업무조율방식 형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업무조율과 관련된 창업 맥락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밝

히고, 이 특수성 때문에 조직 내 사회적 관계가 신생기업의 업무조율방

식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생기업은 기성조직과 다

르게 공식적·비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업

무 상호의존성의 특성과 강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창업

맥락의 특수성이 그간 업무조율방식에 관한 연구들에서 제시해온 업무조

율방식의 선행요인들 대신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한다.

강한 관계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관계적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창업 과정에서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

가 신생기업의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 혹은 부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사회적 관계와 업무조율방식 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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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의 차원

에서 대립되는 가설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창업

자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이 이 영향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이러한 주장과 예측을 시험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질문지법을 통해 경

찰대학 재학생과 서울대학교 학생으로부터, 2차적으로는 비질문지법(심

층면접)을 통해 실제 창업자들로부터 연구자료를 얻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높을수록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을 덜 선호한다는 점과, 창업자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이 강할수록 사

회적 관계 선호도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신생기업, 업무조율방식,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선호,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학 번 : 2015-2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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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업무조율방식(control and coordination mechanism)은 조직이론 연구

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업무조율

(control and coordination)은 상호의존성이 있는 일련의 집단적 업무들

을 처리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여러 구성요소들(구성

원, 활동, 역량 등)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Van de

Ven, Delbecq, & Koenig, 1976; Inkpen & Currall, 2004; Okhuysen &

Bechky, 2009). 조직구조는 조직이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고

(March & Simon, 1958; Scott, 1992), 업무를 조율하는 방식은 바로 그

조직구조의 핵심적 요소이다(Mintzberg, 1989). 바꾸어 말하면 경영자는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조율방식에 주목해야 한

다. 이와 같은 업무조율방식의 중요성 때문에 조직 내·외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적화된 업무조율방식을 찾기 위한 시도들(.e.g. Burns &

Stalker, 1961; Lawrence & Lorsch, 1967; Thompson, 1967; Galbraith,

1973 etc.)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업무조율방식

의 공식화(formalization)와 그 선행요인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조직이론 연구 초기부터 업무조율방식에 관한 연구들이 지금까지 축적

되어 왔지만 두 가지의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첫째는 신생기업의 업무조

율방식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Kimberly, 1979; Katz & Gartner, 1988; Kazanjian & Drazin, 1990;

Aldrich, 1999). 지금까지의 업무조율방식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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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이상의 대기업을 상정하고 있었다. 이 문제에서 신생기업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지만 신생기업에게도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조율방식을 갖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업무조율방식의 적합성은 신생기업의 생존과 성

장(Fombrun & Wally, 1989; Gilmore & Kazanjian, 1989; Kazanjian &

Drazin, 1990), 기업가활동과 혁신(Caruana, Morris, & Vella, 1998)에 직

결된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의 업무조율방식에 대해 연

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신생기업은 그 정의상 조직

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이기 때문이다(Katz & Gartner, 1988; Cardinal,

Sitkin, & Long, 2004).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세계에서 신

생기업이 한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Shane & Venkataraman, 2000; Sorenson & Stuart, 2008), 전술한 이유

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이 업무조율방식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제

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업무조율방식의 선행요인으로 사회적 관계를 다루었던 연구가

없었다는 점이다. 조직이론 연구는 오랜 기간 조직 내 존재하는 비공식

적 요소로서 사회적 관계와 공식적 요소로서 업무조율방식에 관심을 가

져 왔다. 하지만 두 개념 간의 직접적 관계, 특히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

율방식의 공식화에 어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연구

는 없었다(McEvily, Soda, & Tortoriello, 2014).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

각된다. 첫째, 조직 내 공식적 요소는 개인적인 특성 혹은 사회적 관계와

무관하고 의사결정권자에 의해 설계되는 것(Scott, 2003)이라고 간주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업무조율방식의 선행요인으로 오랜 기간 연구되어

온 요소들 대신 사회적 관계가 선행요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철저

한 논증이 요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 사이

의 직접적 관계는 연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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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데(Barnard, 1938; Homans,

1961), 사회적 관계와 업무조율방식은 모두 조직 내에서 상호작용의 패

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McEvily et al., 2014). 만약 사회적 관계가 업무

조율방식의 공식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조직의

기능, 성과 그리고 특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증진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창업맥락에서 사회적 관

계가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핀다. 연구의 배

경이 되는 맥락으로 창업 맥락을 택한 이유는, 먼저 신생기업의 업무조

율방식 형성에 관한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

맥락의 특수성 덕분에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에 미치는

영향을 논증하는 것이 한층 쉬워지기 때문이다. 창업 맥락의 특수성은

조직의 공식적·비공식적 불완전한 것을 뜻하는데(Bhave, 1994; Cardinal

et al., 2004; Baron et al., 1995, Kazanjian & Drazin, 1990), 덕분에 기

존에 업무조율방식의 선행요인으로 제시되었던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창업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강한 관계의 강점과 약점에 주목하고 있

다. 강한 관계의 강점(strength of strong ties, Krackhardt, 1992) 또는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측면(relational dimention of social capital,

Nahapiet & Ghoshal, 1998)은 신뢰와 신뢰성(Putnam, 1993), 규범과 제

재(Coleman, 1990), 의무와 기대(Burt, 1992; Coleman, 1990), 정체성과

동일시(Merten, 1968)를 특성으로 한다. 하지만 강한 관계는 언제나 협업

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한 관계의 약점(weak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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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ties)이 발현되어 오히려 협업에 방해가 되고는 하는데(Flache &

Macy, 1996; Hansen, 1999),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대립적인

가설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업무조율방식과 관련해서는 전유성의 문제(appropriation

concern) 해결 및 조정비용 최소화(minimizing coordination cost) 문제

를 중점적으로 다룬다(Gulati & Singh, 1998; Gulati & Wohlgezogen, &

Zhelyazkov, 2012). 전자는 거래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

e.g. Williamson, 1985) 등에서 다루어온 주제로서 기회주의적 행동을 예

방하고 몰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Gulati & Singh, 1998). 후자는

구조상황이론(structural contingency theory, e.g. Thompson, 1967 etc.)

등에서 다루어온 주제로서 상호의존성 관리, 자원의 효율적 사용, 시너지

극대화, 정보처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Gulati et al.,, 2012). 마지막으

로 조절효과와 관련해서는 ‘위험-보상의 틀(risk-return framework;

Weber, Blais, & Betz, 2002)’을 차용하였다.

사회적 관계와 업무조율방식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본 연구가 없

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그 관계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하는 것을 목표

로 삼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이차적으로는 준다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강한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를 촉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저해할 수도 있다는 상반되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각각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 정도에 대해서 강한

사회적 관계가 이러한 양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고자, 사회적

위험 감수 성향을 조절변수로 연구모형에 추가하였다.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법과 비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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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했다. 1 차적으로 질문지

법을 통해 경찰대학 재학생과 서울대학교 창업 강의 수강생에게 설문조

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귀분석(OLS)하였다. 2 차적으로 창업자이

자 신생기업의 CEO인 세 사람을 만나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

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높을수록 공식적 업무조율방

식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자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이 강할수록,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창업자의 공식적 업무조율방

식 선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창

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창업팀의 인적구성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정이 참이라는 사실이 계량적·질적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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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연구배경

1. 업무조율방식과 신생기업

신생기업에서도 효율적 업무조율방식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전술한 것

처럼 조직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이 효율적인

업무조율방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Mintzberg, 1989; March &

Simon, 1958; Scott, 1992). 업무조율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조직 내 업

무조율방식이 조직 내부 환경(기술, 업무단위의 크기 등, Thompson, 1967;

Van de Ven et al., 1976) 및 조직 외부 환경(변화 속도, Burns & Stalker,

1961; Lawrence & Lorsch, 1967; Thompson, 1967)에 최적화 된 것을 뜻한

다(Van de Ven, Ganco, & Hinings, 2013). 같은 선상에서 신생기업 역시

조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의 내·외부 환경에 최적화된

업무조율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생기업에서 효율적인 업무조율방식

의 유무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Fombrun & Wally, 1989; Gilmore &

Kazanjian, 1989; Kazanjian & Drazin, 1990), 기업가적 활동과 혁신

(Caruana, Morris, & Vella, 1998)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그 필요

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생기업의 업무조율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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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미흡했다. 지금까지의 조직구조 및 업무조율방식에 관한 조직이론

연구들은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만 주목해 왔다(Kimberly,

1979; Katz & Gartner, 1988; Kazanjian & Drazin, 1990; Aldrich, 1999).

신생기업은 그 정의상 조직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이기 때문에(Katz &

Gartner, 1988; Cardinal et al., 2004)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연

구가 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에 부는 창업 열

풍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경제 내에서 신생기업이 지니는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Shane & Venkataraman, 2000; Sorenson & Stuart,

2005)과 창업 활동의 실패요인의 대부분이 조직 외부가 아니라 조직 내

부, 특히 효율적 업무조율방식 확립의 실패에 있다는 점(Stinchcombe,

1965) 에 비추어 볼 때 신생기업 내 업무조율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

과정의 신생기업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업무조율방식을 형성해 나가는지

를 보고자 한다.

2. 업무조율방식의 선행요인으로서 사회적 자본

조직이론 연구 수십 년간 조직 내의 사회적 관계와 업무조율방식은 각각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조직이론의 초기 연구들(e.g. Taylor, 1911; March

& Simon, 1958; Burns & Stalker, 1961; Thompson, 1967; Galbrath, 1974

etc.)은 조직의 공식적 요소에 주목하여 조직의 기능, 성과 그리고 그 특성

을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구조 상황이론(structural contingency theory)은

조직 내 공식적 요소의 설계 가능성(designability)에 주목하여, 조직 내·외

부의 여러 제약 조건들 아래에서 조직은 최적화하는 조직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연구자들의 관심은 공식적 조직(관료제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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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공식적 조직으로 옮겨 갔다(e.g. Selznick, 1949; Gouldner, 1954; Blau,

1955 etc.). 조직 내 비공식적 요소로서 특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조직 내 ‘사회적 관계’였다(Kilduff & Brass, 2010; McEvily et al., 2014).

Granovetter(1973)가 사회적 배태성에 대해 주목할 것을 요구한 이후,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이 발전해 감(Wasserman & Faust, 1994)에 따라 이러한

경향이 강화됐다(McEvily et al., 2014).

이렇게 오랜 기간 두 개념이 연구되어 왔지만 두 개념 간의 직접적 관계,

특히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McEvily et al., 2014). 그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조직

내 공식적 요소는 개인적인 특성 혹은 사회적 관계와 무관하고 의사결정

권자에 의해 설계되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Scott, 2003)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직이론 연구 초기부터 업무조율방식 공식화의 선행요인으

로 연구되어온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가 업무

조율방식의 공식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새로이 주장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논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 이미 업무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 업무단위의 크

기(unit size), 업무 다양성(task diversity) 등 여러 요인들이 제시되어

왔다(Thompson, 1967; Van de Ven et al., 1976).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견되었던 요소들이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는 아

니더라도, 어느 정도 배제할 정도의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의 이유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와 공식적 업무조

율방식 사이 직접적 관계를 다루지 않아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둘을 함

께 다룬 연구들도 있었지만 둘 중 하나의 요소에 관심을 집중하고 나머

지 하나의 요소는 경험적 연구에서 통제 요인 정도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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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McEvily et al., 2014).

이러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와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를

직접적으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두 요소는 모두 조직 내에서 업무수

행을 위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Kirsch, Ko, & Haney, 2010; McEvily et al., 2014). 공식적 업무조율

방식을 통해 경영자는 활동 조정, 목표 공유, 정보 교환, 자원 활용을 위

한 상호작용의 망을 형성할 수 있다(Okhuysen & Bechky, 2009). 마찬가

지로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자원의 동

원, 그리고 활동과 업무 조정을 위한 상호작용의 체계를 형성될 수 있다

(Lincoln & Miller, 1979). 이처럼 두 요소가 모두 조직 내부에서 상호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두 요소는 상호

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조직

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Barnard, 1938; Homans, 1961),

조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상호작용의

체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사이의 직접적 관

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3. 창업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와 업무조율방식 사이의 관계

추가적으로 연구의 배경이 창업맥락이라는 점 덕분에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과정이 더욱 의미를 갖

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 과정에서 신생기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투

자 유치 실패, 고객과의 관계 관리 실패 등 조직 외부의 요인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신생기업의 실패 요인은 조직 내부에 있는 경



- 10 -

우가 많았다(Stinchcombe, 1965; Wasserman, 2012). 신생기업의 내부적

실패요인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효율적 업무조율방식의 확립 실패다

(Stinchcombe, 1965). 또 동시에 ‘신생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

문제다(Wasserman, 2012)’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창업 과정의 신생기업

에서는 신생기업 내부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과정에서 주목 받아왔던 두 요인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창

업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창업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와 업무조율방식이 중요하다

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적 관계와 업무조율방식 사이

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었다. 지금까지 창업과정에서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 즉 사회적 자본은 신생기업 외부 환경과 관련된 약점을 보

완해 주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아 왔을 뿐이었다(Hoang & Antoncic,

2003; Stuart & Sorenson, 2005; Kim & Aldrich, 2005; Storey &

Greence, 2010). 신생기업의 창업활동에서 극복해야 하는 제약 조건은 통

상적으로 “무명의 취약성(liability of newness)”이라고 알려져 있다

(Freeman, Carroll, & Hannan, 1983; Singh & Tucker, & House, 1986;

Stinchcombe, 1965).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재무적 자원 확보(Hsu, 2004),

조직관리능력(Hannan & Freeman, 1984)필수 인력 확보(Stuart &

Sorenson, 2005), 우월한 정보의 수집(Sorenson & Audia, 2000) 등의 측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신생기업이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

는 데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말할 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가 조직 내부의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창업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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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업무조율방식과 창업 맥락의 특수성

1. 업무조율방식

업무조율은 상호의존성이 있는 일련의 집단적 업무들을 처리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여러 구성요소들(사람, 활동, 역량 등)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다(Van de Ven et al., 1976; Inkpen &

Currall, 2004; Okhuysen & Bechky, 2009). 업무를 조율하는 방식은 조

직구조의 핵심적인 요소이고(Mintzberg, 1989), 조직구조는 조직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March & Simon, 1958; Scott, 1992). 따

라서 조직 내·외부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 최적화된 업무조율방식을 찾는

것이 조직성과 향상, 원활한 기능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업무조율방식의 최적화를 위해 경영자가 고려해야할 요소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혀 왔다.

업무조율방식의 최적화를 고려할 때, 업무조율방식의 여러 특성 중 ‘공

식화’ 정도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조직구조는 전문화

(specialization), 집권화(centralization), 공식화(formalization), 표준화

(standardization)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되고 분석될 수 있다(Van de

Ven et al., 2013). 업무조율방식 역시 조직구조의 한 요소로서 이 모든

측면들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식화’에 집중했다. ‘공식

화’란 일차적으로는 ‘문서화’된 정도를 의미하고(Pugh, Hickson, Hinings,

& Turner, 1968), 이차적으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을 기

반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배종훈, 2013). 공식적 업무조율

방식이란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업무를 조율하는 것을 의미(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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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based control and coordination)한다. 본 연구에서 공식화에 주목하

는 이유는, 바로 이 공식화가 시장제도와 함께 근·현대 사회의 핵심적

기반 중 하나로 평가받는 관료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배종훈, 2013). 또

조직이론의 초기 연구들부터 지금까지 공식화를 비중 있게 다루어오고

있기 때문이다(e.g. Taylor, 1911; March & Simon, 1958; Burns &

Stalker, 1961; Thompson, 1967).

경영자가 업무조율방식의 여러 선행요인들을 바탕으로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 정도를 결정할 때는 협업(collaboration)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

들을 고려해야 한다. 업무조율 과정은 기본적으로 분리된 업무를 통합

(integration)하여 공동의 목표(조직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서, 협업

과정의 일종이다. 협업 과정에서는 전유성의 문제(appropriation concern)

를 해결하고 조정비용(coordination cost)을 최소화해야 한다(Gulati &

Singh, 1998; Gulati, Lawrence, & Puranam, 2005; Gulati et al., 2012).

전유성에 대한 고려는 거래비용 경제학(e.g. Williamson, 1957, 1985

etc.), 사회-구조적 관점(social-structure perspective, Coleman, 1988;

Gulati & Galgiulo, 1999 etc.) 등에서, 조정비용의 최소화에 대해서는 구

조상황이론 등 조직 설계에 관한 연구들(e.g. Argote, 1982; Thompson,

1967; Galbraith, 1977; Van de Ven et al., 1976 etc.)에서 각각 다루어

왔다(Gulati et al., 2012). 하지만 협업 과정을 보다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혼재된 관련 연구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문제를 함께 고려

해야 한다(Gulati & Singh, 1998).

전유성 문제는 구성원들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합의된 만큼의 기여

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Gulati et al., 2012). 가깝게는 조직 목

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이 몰입을 유지하는 것(sustaining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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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멀게는 구성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예방(preventing opportunistic

behavior)하는 것이다(Gulati et al., 2012). 쉽게 말해서 팀 생산(team

production)의 상황에서 무임승차(free riding)를 방지하는 것(Alchian &

Demsetz, 1972)이다. 협업에서의 전유성 문제가 업무조율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전유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조율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업무 조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

에 상호의존성이 있는 행위자 간 책임성(accountability),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 공통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가 담보되어야 한다

(Okhuysen & Bechky, 2009). 업무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상대방이 만

약 약속된 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마치지 않거나(이행 지연), 자신의 임

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불성실 이행), 아예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미이행) 업무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상대방은 자신의 업무를 완료

할 수 없게 되어 업무통합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자는 업무조율

방식의 공식화 정도를 정할 때 전유성 문제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어

야 한다.

조정비용은 “상호의존성이 있는 일련의 업무를 분해하여 구성원들과

나누고 이를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조직 목표 달성을 달성하고

자 할 때 드는 비용(Gulati & Singh, 1998: 782)”을 뜻한다. 조정비용의

최소화 문제는 앞서 말한 전유성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로, 전유성의

문제가 목표달성을 위한 상대의 기여에 관한 것이라면 조정비용의 문제

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과정 혹은 방법의

문제이다(Gulati et al., 2012). 상호의존성 관리, 자원의 효율적 사용, 시

너지 극대화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효율적이고 생

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즉 효율적 조정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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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making), 환류(feedback)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Gulati et al., 2012). 이처럼 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information processing)의 특성을 지니며(Grant, 1996; Nelson &

Winter, 1982; Tushman & Nadler, 1978; Tuner & Makhija, 2006), 정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조정비용이 감소한다. 업무 상호의존성

이 있을 경우 행위자에게 상대방은 하나의 불확실성을 내포한 변수가 되

는데(Thompson, 1967), 정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불확실성

이 감소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활용할 수 있게 되며, 협업의 시너

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업무조율에 있어서 협업과 관련된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 요

소가 이용될 수도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 발현된 비공식적 요소가 이용

될 수도 있다. 업무를 조율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계획과 규칙(plans and

rules), 목표와 공개(objects and representation), 역할(roles), 루틴

(routines), 근접(proximity)과 같은 방법들인데(Okhuysen & Bechky,

2009), 이 방법들은 공식적 규칙에 의해서 실현될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규칙에

절차를 명시하여 업무를 조율할 수도 있지만, 상호작용의 경험이 풍부한

사회적 관계에서 그들만의 언어, 인지적 틀, 휴리스틱이 발생하여 업무가

조율될 수도 있다(Kraut, Fussell, Lerch, & Espinosa, 2005; Reagans,

Argote, & Brooks, 2005). 이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형성되는 것은 구성

원들의 책임성(accountability),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공통된 이해

(common understanding)이며, 이 세 요건을 통해 업무조율이 가능해진

다(Okhuysen & Bechky, 2009). 마찬가지로 이 업무조율을 위한 세 요건

들은 반드시 공식적 요소에 의해서만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관계

에서 발현되는 신뢰, 친밀함(familiarity) 등 비공식적 요소에 의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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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될 수 있다(McEvily, Perrone, & Zaheer, 2003; Reagans et al.,

2005; Okhuysen & Bechky, 2009; McEvily et al., 2014).

2. 업무조율방식과 관련된 창업 맥락의 특수성

업무조율방식과 관련된 창업맥락의 특수성은 바로 전유성 문제와 조

정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요소가 부재하는 상황이

라는 점이다. 기성기업(established firm)의 경우 오랜 기간 과거의 경험

들에서 추론한 것들을 규칙, 절차, 기술, 믿음, 문화 등에 반영시켜 학습

을 해 왔기 때문에(Levitt & March, 1988). 신생기업에 비해 정치한 업

무조율방식을 가지고 있다(Hannan & Freeman, 1984). 그리고 업무조율

방식과 관련된 공식적·비공식적 요소들이 조직 내 다른 요소들과 긴밀하

게 엮여 있어서 안정적이다(Ouchi, 1980).

그렇다면 기성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유성의 문제 혹은 조정비용

최소화의 문제를 해결할까? 전유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성기업은 공식적·

비공식적 해결책을 구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오래된 기

업에는 전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 생산에서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독자(monitor)라는 공식적 역할이 있고, 그 감독자의 이해를 주주

의 이해에 맞추는(alignment of interests) 보상에 관한 공식적 규칙이 마

련되어 있을 것(Alchian & Demsetz, 1972)이다. 이러한 장치가 없어도

기성기업은 전유성 해결을 위한 비공식적 요소 역시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다. 구성원들 간 장기간의 상호작용의 경험이 축적되어 ‘목표의 동일시

(identification)’ 혹은 ‘목표의 내재화(internalization)’가 발생하고 그 결과

사회적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Barnard, 1938; Ouchi, 197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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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hal & Moran, 1996).

또한 조정비용의 최소화에 있어서도, 오래된 기업은 공식적·비공식적

해결책을 구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식적 조직이라면 조정의 필요

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조율에 필요한 정보들을 완전하게 규칙에 반

영하여(codification) 구성원들이 업무조율을 하는 데 추가적 정보탐색이

필요 없도록 만들 것이다(Tuner & Makhija, 2006). 그리고 이렇게 최소

화된 조정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표준업무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공식적 업무분장과 역할 등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Thompson, 1967; Galbraith, 1973). 이러한 장치들이 없어도 기성 기업

이라면 비공식적 수단을 통해 조정비용의 최소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

만약 오랜 상호작용의 경험 결과 구성원 간에 하나의 정체성이 형성되었

다면(Merton, 1968),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집단 지식, 절차적 지

식(procedural knowledge)이 공유되고 있을 것이다(Kogut & Zander,

1996). 이렇게 조직의 경계 내에서 공유되는 상호작용의 방식을 구성원

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면 효율적 업무조율이 가능할

것이다(Ouchi, 1979, 1980)

하지만 창업 과정의 신생기업은 그 정의상 전술한 전유성의 문제 및

조정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공식적 요소에 있어서 신생기업은 크게는 조

직 구조가 불안정하고 임의적이며(Bhave, 1994; Cardinal et al., 2004;

Baron et al., 1995), 작게는 업무와 업무흐름(workflow), 업무 단위(work

unit)의 구성, 직무 설계, 생산기술이 확립되지 않았다(Kazanjian &

Drazin, 1990). 그리고 신생기업은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역사가 길지 않

아서, 혹은 조직의 경계가 확고하게 정해지지 않아서(Katz &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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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비공식적 통제(e.g. clan control, Ouchi, 1979)이 어렵고, 또한 조

직 내 축적된 지식이 적을 것이다(Kogut & Zander, 1996).

이렇게 신생기업은 기성기업과 다르게 업무조율방식과 관련된 공식적·

비공식적 요소가 부재하기 때문에, 신생기업의 업무조율방식의 형성 과

정과 기성기업의 업무조율방식의 형성 과정은 같다고 볼 수 없다. 업무

조율방식의 형성에 있어서 신생기업과 기성기업의 차이가 가장 잘 드러

나는 예가 바로 업무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의 부재다. 기성

기업의 업무조율방식의 형성과정에서 업무 상호의존성은 주요 선행요인

인데(Thompson, 1967; Van de Ven et al., 1976), 창업과정의 신생기업

은 바로 이 업무 상호의존성의 특성과 강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

다. 창업과정은 창업자가 포착한 창업기회를 구체적 상품으로 발전시켜

가는 단계로,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다(Kazanjian

& Drazin, 1990; Shane & Venkataraman, 2000). 신제품을 개발하는 단

계에서는 업무 상호의존성의 특성과 강도가 불명확하므로(Henderson &

Clark, 1990), 신생기업의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업무 상호의존성이 미

치는 영향은 확실히 기성기업에서 업무 상호의존성이 업무조율방식의 형

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약할 것이다.

기성기업과 신생기업 사이에 업무조율방식과 관련해서 상기한 차이점

이 존재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유성의 문제와 조정비용의 최소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생기업과 기성기업이 같다. 먼저 창업

자는 전유성의 문제에 있어서 구성원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많은 창업자들이 전에 자신이 일하던 곳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가지고 직접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Bhide, 2000; Wasserman, 2012) 창업자는 업무조율방식을 설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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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Stiglitz & Heine, 2007).

또한 창업과정에서는 특별히 상당한 크기의 시간과 자원의 투자가 필

요하며(Bird, 1989), 또한 직원들이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

것은 신생기업이 실패하는 여러 주요 이유 중 하나(Stinchcombe, 1965)

이기 때문에 전유성의 문제 중 구성원의 몰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창업 과정에는 참여인들의 동기와 이해가 서로

다르거나(Wasserman, 2006, 2012)나 참여에 대한 이익과 비용의 인식이

각자 다른 경우(Shane & Venkataraman, 2000)가 종종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신생기업은 상호작용 역사의 부재로 도덕적 요소

(moral factor, Barnard, 1938)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

들은 조직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를 먼저 추구할 수 있고, 창업자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조정비용의 최소화 문제에 있어서 신생기업의 구성원들은 상호작용의

경험이 없어서 서로에 대한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Larson,

& Starr, 1993) 공통된 인지적 틀(Reagans et al., 2005), 상호간의 학습

(Kraut et al., 2005)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정체성과 기업의 경계가 확정

되지 않아 장기간 축적한 집단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이미 설립된 기업에 비해 어렵다(Kogut & Zander, 1996).

이처럼 신생기업은 구성원 간 정보처리에 있어서 기성비업에 비해 열위

에 있다. 그러나 신생기업의 효율적인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은 신생기업

의 생존과 직결되므로(Stinchcombe, 1965), 창업자는 정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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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창업팀 내부 사회적 관계와 업무조율

앞서 밝힌 창업 맥락의 특수성 덕분에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신생기업에서는 업무조율방식과 관련된 공식적·

비공식적 요소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미 대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온

업무조율방식의 선행요인들(e.g. 업무 상호의존성)을 배제하기 쉽다. 게

다가 창업 맥락에서는 다른 요인들보다 사람 문제, 즉 사회적 관계가 부

각되어(Wasserman, 2012) 그 빈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업무조율

방식과 관련된 이 두 가지의 창업 맥락의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창업 과정의 신생기업은 업무조율방식과 관련된 공식적·

비공식적 요소가 없지만, 상품 개발, 상업화, 고객확보와 같은 직면한 문

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Kazanjian & Drazin, 1990). 이 과정에서 단

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성원의 동의를 신속하게 얻는 것, 정보를 신속

히 파악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다(Bhave, 1994; Thompson, 1967). 사

회적 관계가 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조직 내의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자원의 동원, 그리고 활동과 업무 조정을

위한 상호작용의 체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Lincoln & Miller,

1979).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현된 상호작용의 체계는 업

무조율을 위한 공식적 요소들을 대체할 수 있다(Kirsch et al., 2010;

McEvily et al., 2014).

장기적으로 창업과정에서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 발현된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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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패턴은 구조화되어 업무조율방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창업과정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각종 자원들이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교환된다. 그 자원에는 각종 정보, 정신적·물질적 자원, 상

징적지지 등이 포함된다(Kanter, 1983).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

런 자원들이 계속해서 교환되다 보면 그 관계는 점차적으로 다면적·다기

능적 관계로 변화한다(Larson & Starr, 1983). 이 다면적·다기능적 관계

에 상호작용의 경험이 축적되면 행위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

고(Kraut et al., 2005), 또 상대방의 선호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므로

(Reagans et al., 2005) 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변한다.

또한 상호작용의 경험이 축적되면 그 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상호성

의 규범(norm of reciprocity)에 의해 구조화된다(Larson & Starr, 1983).

이와 같이 업무조율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생기업 내 사회적 관

계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창업자와 팀원 간의 양자 간 관계

(dyad)이다. 신생기업은 신생기업이 갖는 무명의 취약성 때문에 인력난

을 겪는데(Stuart & Sorenson, 2005), 창업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

신의 사회적 관계를 활용한다. 그 결과 실제 대부분의 창업팀에 친구, 가

족, 친척, 동창 등이 합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Wasserman, 2012). 이

처럼 신생기업 내에는 창업자-팀원 사이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기에 이러한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본 연구는 양자 관계 속에서도 특히 관계 강도(tie strength)에 주목했

는데 그 이유는 관계 강도와 관련된 특성들이 전유성의 문제 및 조정비

용 최소화의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강한 관계는 자발적 지원 동기(Krackhardt, 1992), 상호성의 규범(Wills

& DePaulo, 1991), 공통된 인지적 틀(Reagans et al., 2005), 상호간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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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Kraut et al., 2005), 신뢰(Nahapiet & Ghoshal, 1999) 등과 관련이 깊

다. 또 관계적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신뢰성, 규범과 제재, 의무와 기대,

정체성과 동일시를 특징으로 한다(Nahapiet & Ghoshal, 1999). 강한 관

계의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업무조율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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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1. 연구모형 개괄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1-1]과 같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창업

과정에서의 업무조율방식은 신생기업 내부의 사회적 관계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정

에서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신생기업의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주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

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i.e. proxy)로 ‘사회적 관계 선호도’를 제시하고,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창업자의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 사

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이기 때

문에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 모두를 설정하고 검

증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요인이 업무조

율방식 공식화에 대한 사회적 관계 선호도의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바꾸

는지(조절효과)를 탐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절변수로 창업자의 사

회적 위험감수 성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효과에 대해서는 제 2 절과 제

3 절에서, 조절효과에 대해서는 제 4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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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

창업자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그림1-1] 연구모형의 개념도 

2. 신생기업 운용과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의 역할

연구가설을 제시하기에 앞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개인의

기질 및 특성들을 연구모형에 포함한 것에 대해 정당화를 하고 넘어가고

자 한다.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 창업자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창업자의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라는 변수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은 개인 수준의 특성(혹은 기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데

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구 설계 상 개인적의 특성 및 선호를 연구

모형에 사용하였다.

조직이론 연구에서 조직 수준의 결과(organizational outcome)를 개인

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심리학적 환원주의(psychological

reductionism)로서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Perrow, 1970)이 있다. 본인은

이 주장에 대해서 깊이 동의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일반적인 조

직(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혹은 기성조직)이 아니라 탄생 과정의 조직

(i.e. organization-in-creation, preorganization, organizational birth)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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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직 수준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탄생 과정의 조직에서는 개인의

영향을 배제할 만한 조직 수준의 요소들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

기 때문이다. 사내 벤처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창업 기업은 무(無)에서 출발한다. 조직이 성숙해 가면서 규칙과 규범이

발달하고, 조직의 역사가 축적되고, 정체성이 형성된다면 조직 수준의 결

과를 설명할 때 개인적 특성이 지니는 위상은 점점 줄어들어 갈 것이다

(Sarason, 1972; Kimberly, 1979). 하지만 창업과정의 신생기업에는 규칙

과 규범, 역사, 정체성 등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창업자(경영

자)의 특성이 조직 수준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Storey &

Greence, 2010).

또 다른 근거는 바로 창업과정이 실효화 과정이라는 점이다. 신생기업

의 출현 과정은 명확한 인과관계로 규정되는 논리적 과정(i.e. causation)

이 아니라,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결과를 상정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해 가용 자원을 동원하는 실효화(實效化, effectuation)에 더 가깝다

(Sarasvathy, 2001; Storey & Greence, 2010). Sarasvathy(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업 과정의 의사결정 중 89%가 인과관계에 기초한 의사

결정이 아닌 실효화 과정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창업과정에서 창업자 개

인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나아가 ‘실효화’의 중요한 특성은 그 의사결정의 결과가 행위자 의존적

(actor-dependent)이라는 것도 그 근거가 된다(Sarasvathy, 2001). 창업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결과는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정확히 파

악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driven b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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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ctor and his or her ability to discover and use contingencies,

Sarasvathy, 2001: 251).” 그 결과, 신생기업을 조직하는 것(organizing)은

정형화된 과정으로 볼 수 없고, 선형적으로 설명 되지도 않는다(Brush

et al., 2008; Storey & Greence, 2010).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창업자의 개인적인 능력 혹은 특성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

은 정당화될 수 있다.

3.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 대신 사회적 관계 선호도를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는 ‘창업자가 창업팀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원을 모집할 때 경제적 합리성(economic rationality)에 기초하

여 기능적인 측면을 주로 고려하기보다는, 사회적 배태성(social

embeddedness)에 기초하여 기존에 창업자 자신과 타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 선호도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했지만 본 연구

에서 처음 고안된 개념은 아니다.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선호가

창업자들에게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먼저, 창업팀을 형성할 때

창업자가 상호작용의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타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들

(기존에 존재했던 강한 관계들), 즉 관계적 배태성(relational

embeddedness, Granovetter, 1992)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기능적

인 고려를 약화시킨다(Ruef et al., 2003). 그 결과 “조직 설립자는 창업

팀을 형성할 초기에, 신뢰(trust)와 친숙함(familiarity)을 그들의 기능적

능력(functional competence)보다 우선시하여 능력 할인(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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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nt)이 발생(Ruef et al., 2003: 217)”한다. 그리고 실제의 경우에도

이미 형성된 다양한 사회적 관계(친구, 가족, 친척, 직장 동료 등)를 통해

창업팀이 형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Wasserman, 2012)

창업자들이 관계적 배태성을 기준으로 하여 창업팀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창업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는 창업

자는 강한 관계가 갖는 강점(strength of strong ties, Krackhardt, 1992)

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협업에 있어서 강한 관계가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다. 전유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2차적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고(Oliver, 1980), 조정비용의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탐색을 막아 효율성

을 낮출 수도 있다(Hansen, 1999). 이와 같은 특성(i.e weakness of

strong ties, Flache & Macy, 1996)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지 않

는 창업자도 존재한다. 혹은 창업이 실패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같이 잃

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Wasserman, 2012).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창업팀 내 창업자와 팀원 사이 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고 보아도 무방하

다. 앞서 말한 것처럼 창업과정은 실효화 과정이고(Sarasvathy, 2001;

Storey & Greence, 2010),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창업자가 인적 구성의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Wasserman, 2012), 창업자가 사회적 관계를

선호한다면 실제로 창업 이전에 창업자와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

람을 뽑을 것이다. 그리고 창업자와 이미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던 팀원

은 이방인에 비해 창업자와 알고 지낸 시간이 더 길고, 감정적 강도와

친밀성이 더 강하고, 상호작용의 경험도 더 많을 것이므로 이방인에 비

해 관계 강도가 셀 것이다(Granovetter, 1973). 따라서 창업자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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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창업자와 팀원 사이의 관계 강도가 강하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2 절 사회적 관계 선호와 비공식적 업무조율방식

1. 전유성에 대한 고려

전유성의 문제는 공식적 통제 방식과 비공식적 통제 방식 모두로 해결

할 수 있다. 전유성의 문제는 구성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 몰

입을 유지하여 구성원이 조직 목표 달성에 기대했던 만큼 혹은 합의되었

던 만큼의 기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Gulati et al., 2012). 전

유성의 문제는 공식적 요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Williamson, 1975,

1985) 신뢰에 기반한 비공식적 통제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Gulati &

Singh, 1998). 구성원이 합의되었던 만큼의 기여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

사항의 위반으로 그에 상응하는 적은 보상을 제공한다고 공식적 규칙 혹

은 계약에 명시한다면 전유성의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강한 사회적 관계가 있다면 위와 같은 공식적 통제 방식을 사

용하지 않고도 전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창업자와 팀

원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사회적 관계는 어떤 원리로 전유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 비공식적(사회적) 통제 방식은 규범에 대한 순응

(compliance)과 사회적 보상 사이의 교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Homans,

1974; Coleman, 1990).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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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애정(affection)과 호의(approval)를 얻으려는 욕구가 존재하고, 또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애착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

가 존재한다(Granovetter, 1985; McEvily et al., 2003). 양자 간의 관계에

서 행위자가 공동체의 규범을 어기고 일탈을 할 경우 상대방은 그에게

사회적 보상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제재를 가할

것이다(Homans, 1974). 사회적 보상을 원하는 행위자라면 사회적 보상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협업

과정에서 강한 관계의 강점(strength of strong ties)이 발현되는 것이다.

조건부(conditional) 사회적 보상 제공 외에도 비공식적 통제를 가능하

게 만드는 요건으로 다른 요소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상대방에 대한 신

뢰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그것이다(배종훈, 2013). 강한

관계의 구성요소들은 높은 수준의 신뢰(trust)와 높은 수준의 신뢰성

(trustworthiness)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Krackhardt, 1992; Putnam,

1993) 첫 번째 요건을 만족시킨다. 또한 강한 관계는 상호간의 불확실성

과 모호함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Granovetter, 1982; Krackhardt, 1992)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제공한다.

그 밖의 강한 관계의 강점들도 비공식적 통제를 통한 전유성 문제의

해결을 쉽게 만든다. 강한 관계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이롭게 행동해

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Krackhardt, 1992), 의무감이 아니더라도 상

대방을 자발적으로 도와줄 동기를 갖는다(Reagans & McEvily, 2003).

상대방을 잘 대해야 한다는 의무감 혹은 자발적 동기는 구성원으로 하여

금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만든다. 또, 강한 관계는 당사자 간

의 상호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을 특징으로 하는데(Wills &

DePaulo, 1991), 상대방으로부터 사회적 보상을 받은 행위자는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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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게 되어 자신의 몫을 다하게 된다.

동시에 강한 사회적 관계는 창업자가 전유성에 대한 대안 중 하나인

공식적 통제를 기피할 이유를 제공한다. 신뢰에 기반을 두는 통제가 가

능한 상황에서 공식적 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신뢰의 유지와 형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식적 통제의 사용 그 자체로 양자 간의 관

계에서 신뢰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다(Sitkin & Roth, 1998; Das &

Teng, 1998). 또한 신뢰는 상대방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것을 어떻게 행

사하는지를 관찰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형성되는데, 공식적 통제의 사

용은 상호간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박탈한다(Inkpen &

Currall, 2004). 따라서 창업가가 높은 사회적 관계의 선호를 가진 경우,

전유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비공식적 통제가 선호될 것이다.

2. 조정비용의 최소화

조정비용의 최소화를 목표로 할 때도, 강한 사회적 관계가 있다면 경

영자는 비공식적 통제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앞서 조정의 문제는 결국

정보 처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강한 관계가 갖는 강점들이 정보 처리를

효율적이게 만들어 조정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며(Hansen, 1999), 동시에

강한 관계가 갖는 강점들이 비공식적 통제의 단점을 약화시킬 것이다.

창업자는 강한 관계가 갖는 정보처리 측면에서의 이점 때문에 비공식

적 통제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비공식적 통제의 경우에는 상시적인 의

사소통과 공동 의사결정(Thompson, 1967; Van de Ven et al., 1976), 즉

상시적인 정보처리가 필요하다. 강한 사회적 관계는 상시적인 정보 교환

에 있어서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강한 사회적 관계는 정보 전



- 30 -

달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을 감소시킨다(Bae & Koo, 2008; Hansen,

1999). 둘째, 강한 사회적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 매개되는 정보의 질을

높인다(Krackhardt & Hanson, 1993; Uzzi, 1997).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

보들이 강한 관계를 통해 매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보 공유의 동기

도 관계의 강도와 함께 증가한다(Krackhardt, 1992). 또한 또한 강한 관

계는 정보 공유의 측면에서 정보가 오용될 것에 대한 우려와 잘못된 정

보를 전달했을 때 비난받을 것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서 관계 내에서

통용되는 정보의 질을 높이기도 한다(Tsai & Ghoshal, 1998). 셋째, 강한

관계에서는 정보 전달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상대

방이 수용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

대방의 필요에 자신을 적응시켜 상대방에게 적합한 정보만을 전달하게

된다. 강한 관계는 친밀함과 관련이 깊은데, 친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선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있고(Reagans et al., 2005), 상대방이 어떻

게 반응할지에 대한 기대(Kraut et al. 2005)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

기 때문에 그가 제공하는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많은 자원을 소모

하지 않아도 된다(Inkpen & Currall, 2004; McEvily et al., 2003).

강한 사회적 관계는 비공식적 통제의 장점을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

라, 비공식적 통제의 단점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비공식적 통제는 공식적

인 업무조율방식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처리(의사결정)의 신속성

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Thompson, 1967; Wasserman, 2012). 하지만

강한 사회적 관계는 비용 및 속도와 관련된 단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

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강한 관계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용어, 공

통된 인지적 틀, 그리고 공통된 사전 지식, 관계 특정적 논리

(relationship specific logic)이 존재한다(Reagans et al., 2005; Tortori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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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chhardt, 2010). 이상의 요소들은 비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을 통해

업무조율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감소시킨다.

추가적으로, 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을 확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한다

면 창업자로서 비공식적 통제를 마다할 이유가 더욱 없어진다. 공식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조율에 필요한 정보들을 완전하게 규칙에 반

영하여(i.e. codification) 업무조율 당사자들이 업무조율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Tuner & Makhija,

2006). 신생기업은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다. 따라서 강한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비

공식적 통제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가설1a: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높을수록 창업과정에서 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을 덜 선호할 것이다.

제 3 절 사회적 관계 선호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1. 전유성에 대한 고려

전유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한 사회적 관계가 방해가 되어 오히려

창업자가 공식적 통제를 선호할 수도 있다. 가설1a에서는 협업의 상황에

서 강한 관계의 강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협업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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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강한 관계의 약점(weakness of strong ties, Flache & Macy,

1996)이 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창업자는 강한 관계의 약점을 무마

시키기 위해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를 꾀해야 할 수도 있다.

협업 과정에서 강한 관계의 강점이 나타난다는 주장은 한 가지를 암묵

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구성원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조건

적·선택적으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Flache & Macy, 1996).

조건적·선택적으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규범 순응

여부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상대방이 일탈을 할

경우에는 그에게 사회적 보상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일탈에 상응하는

사회적 제재를 가하며, 상대방이 규범에 순응할 경우에는 그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적 사회적 보상 제공은 통제자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할

때만 가능하다.

만약 통제를 가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e.g. 창업자, 경영자)이 무

조건적으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창업자 역시 사회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사회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욕구

를 가지고 있다(Granovetter, 1985; McEvily et al., 2003). 창업자가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양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경우

상대방이 일탈을 해도 ‘쓴 소리’를 못할 수도 있다. 즉, 양자 간의 개인적

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팀의 이익(i.e. common good)을 희생

시키는, 2차적 무임승차 문제(second-order free-rider problem, Oliver,

1980)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과정은 해당 사회적 관

계 혹은 해당 사회적 관계에서 행위자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보상을 위

험에 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Fl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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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공식적인 통제 방식이다. 협업에

있어서 강한 관계의 약점은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적 보상을 잃을 것이

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다. 공식적 통제는 사회적 통제를 가하는

사람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공식적 통제 방식, 혹은 관료제적

통제는 몰개인성(impersonality)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Weber, 1947;

Scott, 2003)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혹은 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

적 보상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다. 비공식적·사회적 통제와 공식적 통

제는 대체 가능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Kirsch et al., 2010; McEvily et

al., 2014), 사회적 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창업자

라면 공식적 통제를 선호할 것이다.

2. 조정비용 최소화에 대한 고려

조정비용의 최소화 측면에서도 강한 관계가 오히려 업무조율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우선, 창업 전 이미 존재하던 사회적 관계가 새로운 업무관

계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Wasserman, 2012). 역할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것인데,

역할이 확립되어 있으면 구성원들이 서로 업무 단계에 따라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어 업무조율이 한 층 쉬워진다(Okhuysen &

Bechky, 2009). 만약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회적 관계 때문에 새로운 업

무관계가 확립되지 못하면 조직 내 업무 과정과 책임에 대한 공통된 이

해가 형성되지 못하고(Okhuysen & Bechky, 2009) 그 결과 역할에 따른

조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Wasserma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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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평적 사회적 관계(e.g. 친구, 동창 등)에서 수직적인 업무

관계(e.g. CEO-팀원 관계)로 변하는 경우, 혹은 기존에 존재했던 수직적

사회적 관계(e.g. 부자지간, 혹은 이전 직장의 상사와 부하)에서 지위의

고·하가 뒤바뀌는 경우, 직장에서의 업무적 관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

할 수 있다. 상사와 부하라는 역할을 통한 감시와 보고(monitoring and

updating)는 업무조율을 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Okhuysen &

Bechky, 2009). 부하는 상사에게 자신의 활동들에 대해서 보고하고, 상사

는 여러 부하들의 업무를 감독하여 업무를 조율해야 하는데 역할이 정립

되지 않아 그것이 불가능해진다면, 효율적인 업무조율 역시 불가능하다.

두 번째 경우는, 사회적 관계의 존재로 정보처리의 효율성이 감소하여

업무조율의 효율성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관계의 존재 때문에 구

성원들 간 선별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앞서 강한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통해 민감하고 개인적인 정보까지 매개될 수 있다

(Krackhardt & Hanson, 1993)고 하였으나, 전유성의 고려에서와 마찬가

지로 강한 관계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오히려 매개되지 못할 수도 있다.

업무조율과정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적인 피드백이

교환되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을 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

럼 개인적인 관계를 조직의 목표달성보다 우선시하여 일부러 부정적인

피드백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효율적 업무조율이 이루어

지게 된다.

선별적 정보공유가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도 사회적 관계가 있으면 의

사결정 시 차선의 대안을 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Wasserman, 2012). 사업적으로 옳은 결정이 사회적 관계를 지키는 데

는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때 창업자는 신생기업의 이윤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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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를 지킬 방안까지 함께 고려하게 된다. 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라는 하나의 변수가 추가된 것과 같기 때문에 정보 처리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또 사회적 관계까지 지키려고 할 경우 사업적으로는

차선인 대안을 택하게 될 수도 있다. 선별적인 정보 공유와 사업적 의사

결정에 개인적인 관계가 개입하게 되는 상황은 정보공유를 위한 규칙이

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규칙이 명문화되어 존재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강한 관계가 업무조율에 방해가 될 가능성은 여럿 존재한

다. 먼저 강한 사회적 관계를 규정짓는 요소들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요

소와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강한 관계를 규정짓는

요소들은 친밀성, 정서적 근접성, 교류빈도 그리고 시간과 같은 요소들로

서(Granovetter, 1973; Krackhardt, 1992) 실제 업무와는 무관한 특성이

다. 양자 간의 관계 수준에서 강한 관계를 특징짓는 요소 외에 업무 관

계에 필요한 연성요소들(e.g. 의사결정 방식, 위험 허용도, 책임수준, 가

치체계 등)이 다르다면 양자 간 정보처리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

(Wasserman, 2012).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강한 관계에는 상호성의 규

범이 작용한다고 하였다(Wills & DePaulo, 1991). 이것 때문에 정보 공

유의 과정에서 행위자가 특정인에게 고정되어(locked-in) 특정인과만 정

보를 교환하게 될 수 있다(Hansen, 1999). 이 경우 정보 탐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 업무조율이 요원해질 수 있다.

세 명 이상의 관계(triad 이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창업과정

에서는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에 의해 발현된 상호작용의 패턴이 구조화

되어 루틴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는데(Larson & Starr, 1992; McEvily et

al., 2014), 비공식적 사회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현된 구성원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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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패턴이 실제 업무 상호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 간

의 상호작용의 패턴과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업무

와는 무관한 의사소통이 발생하여 자원이 낭비되거나, 혹은 업무와 관련

된 정보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전달되어

불필요한 정보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Sosa, Gargiulo, & Rowles,

2015). 양자 간의 관계에서, 팀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업무조율방식을 도입하여 업무조율에서 개인적인 특성을 배제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가설1b: 창업가의 사회적 관계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창업과정에서 공식

적 업무조율방식을 더 선호할 것이다.

제 4 절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의 조절효과

앞서 제 2 절과 제 3 절에서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가 업무조율방

식의 공식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설과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가설

을 모두 세웠다. 이하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요인이 업무

조율방식 공식화에 대한 사회적 관계 선호도의 영향의 방향과 크기를 바

꾸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앞서 두 대립적 가설을 설정하면서 협력

과정에서 강한 관계의 강점과 약점 중 무엇이 발현되는지는 조건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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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상의 제공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창업자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에 따라 조건적으로 사회적 보상

을 제공하거나 혹은 무조건적으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가설을 제

시하였다.

1. 위험감수 의사결정과 ‘위험-보상의 틀’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내포된 의사결정을 할 때 행위자는 그 의사결정

과 결부된 위험(risk)과 보상(return)을 평가한 후 행동을 결정한다. 행위

자는 불완전한 정보와 인지능력의 한계로 위험과 보상을 객관적으로 판

단할 수 없고, 인식된 행동과 결부된 위험성과 인식된 해당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비교해 본다(Weber & Hsee, 1998). 행동이 내포하

는 위험에 비해서 그 행동이 가져오는 보상이 더 클 것이라고 평가할 때

행위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한다. 이때, 사람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risk attitude)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이 포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개

인마다 차이를 보인다(Tversky & Kahneman, 1973). 누군가는 위험과

보상이 같을 때 위험감수를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확실히 커야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Preference(X) = Expected Benefit(X)
                        - (Risk Attitude × Perceived Risk(X))

위의 식은 ‘위험-보상의 틀(risk-return framework)’을 간소화하여 나

타낸 것이다(Weber, Blais, & Betz, 2002). 행위 X를 선호하기 위해서는

X를 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위험 태도 × 인식된 위험’보다 커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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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감수 행위로서 사회적 통제

사회적 통제 과정 역시 위험성을 내포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일종이다.

앞서 비공식적 통제를 ‘규범에 대한 순응(compliance)과 사회적 보상 사

이의 교환’으로 설명하였다(Homans, 1974; Coleman, 1990). 사회적 통제

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순응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해당 사

회적 관계 혹은 그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보상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Flache & Macy, 1996). 행위자의 사회적 제재를 받은 상대방은

자신의 일탈 행위와는 별개로 행위자에게 더 이상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

지 않을 수도 있다. 창업자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원하면서도, 그 역시

사회적 보상에 대한 열망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통제를 사용하

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Flache & Macy, 1996). 따라서 상대방의 순응에

의한 ‘공동체 목표 달성’은 위험-보상의 틀에서 ‘보상(expected benefit)’

에, 사회적 통제를 사용하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 ‘친밀한 사회적 관계와

그 관계의 부산물(e.g 애정과 호의 등)’은 위험-보상의 틀에서 ‘위험

(perceived risk)’에 각각 대응시킬 수 있다. 이처럼 전술한 ‘위험-보상의

틀(risk-return frame)’을 관계 강도가 높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비공식적

통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회적 통제에 위험-보상의 틀을 적용했을 때 알 수 있듯, 창업자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과 실제 팀 내 사회적 관계의 존부는 상호작용하여

창업자의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위험을

대하는 태도(risk attitude)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대방이 제

공하는 순응의 가치가 매우 커야 사회적 제재를 사용할 것이고, 또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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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순응의 가치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

의 가치와 비슷하기만 해도 사회적 제재를 사용할 것이다. 또, 위험에 처

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가치에 따라 창업자의 사회적 제재 사용 여부

가 달라질 것이다. 창업자의 위험감수 성향이 아무리 높다 해도 사회적

제재를 사용할 때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가치가 아주 높으

면 사회적 제재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험-보상의 틀에 적용

하여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통제 선호 = 순응의 가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 사회적 관계의 가치)

‘순응의 가치’는 상대방이 공동체의 규범에 순응하여 공동체 목표 달성

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관계의 가치’는 본 연구에서

는 창업자와 팀원 사이의 관계의 강도를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적 통제,

즉 비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을 어마나 선호하는지는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창업자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과 창업팀 내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의

가치에 따라 비공식적 업무조율방식(사회적 통제)에 대한 선호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이것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의 선호로 이어진다. 공식적

통제 장치는 사회적 통제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Sitkin & Roth, 1998;

Kirsch et al., 2010; McEvily et al., 2014),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요소들

을 배제하여(Scott, 2003) 창업자와 팀원 사이 사회적 관계는 위험에 처

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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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a: 창업자의 위험감수 성향이 강할수록,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

호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가설2b: 창업자의 위험감수 성향이 강할수록,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

호다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크기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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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1차 자료(primary data)가 질문지법(설문조

사)과 비질문지법(심층면접법)을 통해 수집되었다. 질문지법을 통해 얻은

기초자료들은 계량적 분석에 사용되었고, 비질문지법을 통해 얻은 기초

자료들은 계량적 분석의 결과를 보다 현실에 가깝게 해석하기 위해 보조

적으로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대상, 자료수집 방법, 분석 방법과 쓰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질문지법에 관한 내용을 먼저 기술한

후, 비질문지법에 관한 내용을 따로 기술하였다.

제 1 절 질문지법

1. 자료수집 대상

제시된 가설들은 검증하기 서로 다른 두 표본으로부터 설문조사가 시

행되었다. 첫 번째 표본은 경찰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표본은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중 창업 관련강의(“기술과 창업”, “창업

론 실습2”, “창업과 경제”, “창업론 특강”, “특허와 기술창업”) 수강생이

다. 경찰대학은 경찰의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4년제 교육기관으로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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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재학생은 4년 동안 강의실안 에서는 수업을 통해 관료제적 통제

방식에 대해 학습하고, 강의실 밖에서는 단체합숙생활을 하며 관료제적

통제 방식을 체득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대학교 학생

들은 그에 비해 관료제적 통제를 집중적으로 교육받지도 않고, 훈련을

통해 관료제적 통제 방식을 체득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두 개의 표본이 구성된 이유는 연구가설과 관련하여 관료제적

통제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관료제 조직에 속해보았던 경험이 행위자

의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Sorenson, 2006).

Sorenson(2006)에 따르면 관료제 조직에 속해보았던 경험의 유무에 따라

기업가적 행위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 가능

성이 제시되어 왔다. 첫 번째 가능성은 분류 과정(sorting process)에 의

한 것으로서, 위험에 대한 태도(risk attitude), 직업관(job values) 등에

따라 행위자는 자신이 속할 조직을 선택하기 때문에 관료제 조직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그 결과

기업가활동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Lykken, Bouchard,

McGue, & Tellegen, 1993; Keller, Bouchard, & Arvey, 1992).

두 번째 가능성은 관료제 조직 안에서의 생활이 관료제에 속한 행위자

의 태도 혹은 정신적 기질(mental disposition)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

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Whyte(1956), Merton(1968), Schumpeter(1950)

등은 관료제의 특성인 엄격하게 정의된 역할, 정교한 위계, 규칙과 규정

에 대한 강조 등이 관료제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규칙을 엄격하게 고

수하도록 만들 것이고, 그 결과 기업가활동에 있어서 관료제 조직에 속

하지 않았던 사람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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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인 분류효과의 타당

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표본을 관료제 조직에 속해 있는 경찰대학생과 그

렇지 않은 서울대학교 학생으로 따로 구성한 것이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두 번째 가능성인 학습효과가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대 표본에 고학년 여부를 포함시켰

다.

2. 자료수집 방법

변인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경찰대학 재학생 15 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전 설

문조사 참여자 중 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연구

자의 의도와 설문대상자가 이해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표현, 문맥, 작성 방법 등을 수정하였다. 실제 연구에 활용할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하순부터 동년 11월 초순까지 이루

어졌다. 경찰대학 재학생의 경우 휴식시간에 기숙사에 방문하여 한 명

한 명에게 종이에 인쇄된 설문지를 직접 배포한 후 정해진 시간가지 약

속된 장소에 제출하는 방식(배포조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서울대학

생의 경우 창업 관련 강의가 종료된 후 수강생 전체를 대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한 후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설문

지를 직접 배포한 후 퇴실하며 제출하는 방식(집합조사)으로 조사가 이

루어졌다. 설문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고자 설문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되었다.

경찰대학 재학생으로부터 156개의 설문지가, 서울대학교 창업관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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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강생으로부터 58개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설문지에 담긴 문항들

중 하나라도 응답을 하지 않거나, 하나라도 응답이 잘못된 방식으로 되

어 있다면 해당 자료는 폐기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대학 재학생으로부터

얻은 설문지 중 13 개(8.3%)가, 서울대학교 학생으로부터 얻은 설문지

중 1개(1.7%)가 폐기되었다. 표본1은 경찰대학 재학생 143 명의 응답자

료로, 표본2는 서울대학교 학생 57 명의 응답자료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에 사용된 설문조사에는 자아중심 네트워크(ego-centric

network) 형태의 네트워크 측정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름 파악 질문

(name generator)에서 응답 가능한 인원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기억력의 한계가 문제가 되거나 응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집

중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Burt, 1984). 그래서 선행연구

(e.g. Burt, 1992; Podonly & Baron, 1997)와 같이 최대 5 명의 초성만

기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설문조사 응답 시간도 10 – 15 분이 소

요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기억에 대한 접근성(memory

accessibility)을 높이기 위해 이름 파악 질문을 2 단계로 구성하였다. 1

단계에서 창업팀에 포함시키고 싶은 친구의 수를 정하도록 했고, 2 단계

에서 그 수만큼 친구의 초성을 기입하도록 했다.

3. 측정

(1) 종속변수: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는 본 연구에서 직접 항목을 개발하여 측정

하였다. 직접 항목을 개발한 항목을 사용한 이유는 창업 맥락에서 창업

자의 업무조율방식의 선호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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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업 과정의 기업(firm-in-creation)은 조직

의 전 단계(pre-organization)와 새로운 조직(new organization)의 경계

에 있기 때문에(Katz & Gartner, 1988), 이미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조직의 경계도 모호한 상태인

창업과정의 기업에 직함과 명령계통을 나타낸 조직도(organization

chart)가 얼마나 배포되어 있는지, 직무개요, 직무내용, 직무 요건 등을

명시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가 문서화되어 있는지, 판매·조달·인

사·재무에 대한 경영방침(business policy)이 문서화되어 있는지(Miller

& Droge, 1986), 사보(house journal)를 통한 정보 공유가 얼마나 이루어

지는지, 직원들의 징계를 위한 규칙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Pugh,

Hickson, & Hinings, & Turner, 1968) 등을 기준으로 공식화 정도를 평

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현실에 존재하는 기업의 특성에 대해 알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고 창업자의 선호 및 의사를 묻

는 상황이므로 척도를 직접 개발했다.

업무조율방식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척도는 총 5개의 리커트

5 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가 가상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

고 있다는 점과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 측정 항목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

적으로 표현했다. 5 개의 항목은 각각 다른 영역에서의 공식화를 뜻하고

있으며, 선택을 돕기 위해 해당 영역에서의 공식화 방안과 비공식화 방

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두 방안 중 어떤 방안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지를 묻고 있다. 예를 들어 ‘역할 정의(role definition)’ 영역에서의 공식

화를 측정하는 항목은 “직면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처리한다(1안)”와 “사전에 팀원 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분리·

확정하여 명시하고, 정해진 역할 정의에 따라 직면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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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안)”라는 두 가지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1안(실제로는 비공식화)

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안(실제로는 공식화)을 사용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로 구성된 5점 척도에 응답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

게 구성된 5개 항목의 내적타당도(Cronbach’s α)는 0.653으로 나왔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3개 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제 설

문지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독립변수: 사회적 관계 선호도

앞서 사회적 관계 선호도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기능적 측면을

기준으로 창업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태성에 기초하여 기

존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를 기준으로 창업팀을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계 선호도는 ‘창업팀 구성원 모집이라는 불확실성이 내

포된 의사결정을 할 때, 객관적인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지표에 근

거하여 구성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근거하

여 구성원 선택하는 경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인적 자본의 지표

로는 전문가의 추천장과 스타트업 근무 경력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관계 선호도 측정 문항은 Bae & Cho(2016)의 관계적 선호

(relational preference) 측정 방식을 변형한 것으로서, 응답자에게 인적자

본의 지표에 있어서 이방인과 친구가 같거나 다를 때 친구와 이방인 중

누구를 택하는지를 묻고 있다. 친구에 비해서 이방인의 인적 자본에 대

한 객관적 지표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구성원으로 택할 때 응답

자에게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표로 ‘추천장’이 사용된 상황 2개에서 친구를 고른 비율과 지표로 ‘근



- 47 -

무경력’이 사용된 상황 3 개에서 친구를 고른 비율을 합산 한 뒤 2로 나

누어 사회적 관계 선호도 값을 얻었다.

명시적으로 사회적 관계 선호도를 묻지 않았지만, 누구와 창업을 하고

싶은지를 묻는 이름 파악 질문에서도 사회적 관계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름 파악 질문을 2 단계로 구성하였는데, 첫 단계에서 전체 5명

의 팀원 중 지인을 몇 명이나 포함시킬지를 묻고 있다. 이에 응답자는 0

~ 5명 사이로 응답하게 되는데, 이 때 팀에 포함되는 지인의 비율을 사

회적 관계 선호도의 또 다른 척도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 선호도에 대한 두 번째 지표로서 ‘팀 내 친구 비율’을 사용하여 추

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통제 변수

가. 관계강도

관계 강도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측정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Levin, Walter, Appleyard, & Cross, 2015). 많은 사회 연결망 연구들에

서 교류빈도(interaction frequency)와 감정적 친밀도(emotional

closeness)로 관계 강도를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eibert, Kraimer,

& Liden(2001)과 Moran(2005)과 같이 감정적 친밀도만으로 관계 강도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식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

람 사이의 관계를 측정할 정서적인 척도를 쓰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Hansen, 1999). 둘째, Marsden & Campbell(1984)이 주장하듯 관계 강

도를 측정할 때 교류빈도를 사용하면 다른 요소들에 의해 관계 강도 척

도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직장동료 등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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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심을 갖지 않는 변수에 의해 행위자들이 자주 만나게 될 경우 그들

의 관계 강도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합숙 생활을 하는 경찰대학의 특성

을 고려하여 관계 강도를 측정할 때는 감정적 친밀도만을 이용하였다.

실제 측정은 Hansen(1999)이 관계 강도를 측정할 때 쓴 리커트 7점 척

도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0점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이다”부터 6

점 “서로 이름만 아는 사이이거나, 각자의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문항이 역코딩(reverse coding)되어 있으

므로 분석 시에는 역변환하였다.

이름 파악 질문에서 5명 미만으로 답한 경우, 설문문항에서 언급했듯

이 5명에 미달하는 인원은 이방인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만

약 응답자가 이름파악 질문에서 친구 1 명의 초성만을 썼다면 그는 친구

1명과 이방인 4명으로 이루어진 창업팀의 CEO가 되는 것이다. 이방인과

창업자 사이의 관계의 강도는 0으로 보았다. 이렇게 구해진 창업자와 팀

원 각각 사이의 관계의 강도 모두 더한 후 5로 나누어 해당 팀의 ‘창업

자-팀원 간의 관계들의 강도의 평균’을 구하였다. 또 다른 통제변수인

팀 내 네트워크 밀도와의 다중공선성(mulitcollinearity)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강도 다양성 변수는 사용하지 않았다.

나. 네트워크 밀도

네트워크 밀도는 팀원들 간의 관계의 수와 창업자와 팀원 간의 관계의

수를 더하여 나온 값을 6명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존재 가능한 최대의 관

계 수(15=6*5/2)로 나누어 밀도를 구하였다. 팀원들 간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Burt(1984)에 의해 개발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름 파악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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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응답자가 기입한 팀원들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사이가 있는지”를 묻

고, 두 팀원이 특별히 친밀한 사이라면 제시된 행렬안의 칸에 표시하도

록 했다. 그리고 응답자가 표시한 관계의 숫자를 합산하여 팀원들 상호

간의 관계의 수를 구했다.

창업자와 팀원들 간의 관계의 수는 창업자가 팀원들과의 관계의 강도

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한 값을 7점 척도의 중간값이 3을 기준으로 이분

화(二分化)하여 구했다. 연속적으로 측정된 관계 강도를 이분화하여 관

계의 유무를 구하는 이 방식은 Seibert, Kraimer, & Liden(2001)에서 쓰

인 방식이다. 창업자와 팀원 사이의 관계의 관계강도가 3보다 높으면 관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또 관계강도가 3보다 낮으면 관계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이분한 뒤 합산했다.

다. 조직관리능력

응답자가 자신의 조직관리능력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2 개의

리커트 7 점 척도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했다. 두 항목은 각각 팀원들의

의견이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갈등관리 능력과, 팀원들로 하여

금 자발적으로 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도록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 문항은 “의견이 달라서 팀원 간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귀하께서는 의견조율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나는 이 문제

와 관련해서 평균적인 경찰대학생보다 ( ) 능력을 가지고 있다”와

같으며, 값이 클수록 스스로 평가하는 조직관리능력이 우수한 것을 뜻한

다. 자신의 조직관리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자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프로젝트, 팀플, 공모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공동과업의 리더 역할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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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를 떠올리면서 답하도록 하였다.

라. 사회적 위험 감수

Weber, Blais, & Betz(2002)가 개발하고 Blais & Weber(2006)가 발전

시킨 특정 영역에서의 위험 감수 성향(DOSPERT: Domain-Specific

Risk-Taking)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경제학과 심리학에서 널

리 사용하는 공신력 있는 척도이며 여러 분야의 연구에 적용되었고 또

척도의 신뢰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받았다(Reynaud & Couture,

2010). DOSPERT 척도 중 사회적 영역에서의 위험 감수 성향을 측정하

는 5개의 항목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번역-역번역 절차를 통한 번

안,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의 절차를 거쳐 윤정선 &

임성문(2015)이 사용한 항목을 그대로 본 연구의 설문지로 옮겨와서 사

용하였다. “회의시간에 모두가 말하기 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

견 말하기”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위험감수성향을 총

5 개의 리커트 7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했다. 5 개 항목의 평균을 구하여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을 도출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사회적 위험감수 성

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마. 기타

그 외 고학년 여부, 성별, 나이, 경찰대학 재학생 여부를 통제하였다.

이 중 고학년 여부, 성별, 경찰대학 재학생 여부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활용했다. 고학년 여부는 관료제가 창업자의 기업가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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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영향이 분류효과인지, 교육효과인지 알아보기 위해 포함시켰다. 교

육효과와 관련된 설명이 맞다면 경찰대학 재학생의 경우 고학년 여부에

따라 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의 선호가 달라질 것이다. 관료제적 조직에서

오래 생활을 하면서 관료제적 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

찰대학 1, 2 학년의 경우 저학년으로 보고 값 0을 부여했으며, 경찰대학

3, 4 학년은 고학년으로 보고 값 1을 부여했다. 성별은 남자일 경우 0,

여자일 경우 1을 부여했다. 경찰대학 재학 여부는 경찰대학 재학생이 아

닐 경우 0, 경찰대학생일 경우 1을 부여했다.

3. 분석 방법

사회적 관계 선호도 변수와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

다. 먼저 통제변수들만으로 구성된 모델을 사용하여 공식적 업무조율방

식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다. 그 다음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공식적 업무

조율방식의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관계 선

호도 관련 변수들을 모델에 추가하여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 여부’와 ‘사회적 위험감수 성

향’의 교호항을 모델에 추가하여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1, 모델2, 모델3-1 그리고 모델

3-2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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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질문지법

1. 자료수집 대상

총 3 곳의 신생기업 창업자들을 직접 만나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신생기업A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용자에게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6년 1월에 설립되었다. 직원은

창업자를 포함해 총 6 명이었다. 팀원들 중 한 명만 창업자와 절친한 친

구이고 나머지는 팀원들은 모두 창업자와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었다.

신생기업B는 영어 학습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서 2014년에 설립되었

다. 한국과 필리핀 두 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직원은 창

업자를 포함하여 7 명이었고 필리핀에서 일하는 사람은 약 30 명 정도

있다. 대략적인 직원 숫자만을 제시하는 이유는 영상편집, 번역 등을 담

당하는 직원들은 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이었다. 팀

원 중 창업자와 사회적 관계가 있던 사람은 창업자와 과거에 증권회사에

서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개발자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은 모두 회사 설립 후 비개인적인 방법을 통해 합류한 모르는 사람들이

었다.

신생기업C는 도시문화콘텐츠 생산, 전시·문화 기획, 지역·문화 마케팅

등을 하는 마케팅 에이전시다. 2013년 창업을 했으며, 현재 직원은 약 30

명이다. 창업과정 초기에는 창업자와 창업자의 친구 총 5 명이 팀에 있

었다. 이들은 지금도 스타트업에 남아서 각자의 팀에서 4~5 명의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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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하고 있었다. 계량적 연구에서 창업팀 구성원을 최대 5 명으로

제한하였고 본 연구의 관심은 창업초기의 신생기업에 있으므로, 신생기

업 C의 경우, 창업 초기 5명 규모일 때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

고 비교를 위해서 현재의 업무조율방식과 관련된 자료도 수집하였다.

2. 자료수집 방식 및 자료의 활용

심층면접 대상자와의 대면질의는 각각 한 차례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는 1:1로 진행되었다. 질문의 형식이나 순서를 지정하지 않고 대체로 자

유롭게 응답자와 상호작용을 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창업팀의

구성원 선발 과정과 업무조율방식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들은 표준화하였

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화된 면접(semi-standardized interview)이었

다. 표준화 된 질문들을 바탕으로 인터뷰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질문

이 조금씩 변경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기초자료는 계량적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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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계량적 분석 결과

1. 표본1 분석 결과

[표1-1]은 표본1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1-2]는 가설1·가설2의 대립되는 가설들을 검증

하기 위해 실시한 OLS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1-1]의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관계 강도 사이(r=.24), 그

리고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네트워크 밀도 사이(r=.17), 사회적 관계 선

호도와 팀 내 친구비율 사이(r=.31)에 유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창업팀 내부에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 한

다. 그 밖에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와 고학년 여부 사이 정적인 상관

관계(r=.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료제 조직에 속했던 경험

의 유무가 기업가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제시되었던 두 가능성

중, 학습과정과 관련된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스스로 평가한

조직관리능력과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사이에 정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

계(r=.41)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흥미롭다. 이것은 자신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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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과 동기부여를 더 잘한다고 자평하는 것과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좆

기을 관리하는 것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가설2a, 가설2b와 관련된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교호항이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와 부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

(r=-.23)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선호 및 사회적 위험감

수 성향 각각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와 아무런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표1-2]의 모델2에서 보이는 것처럼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공

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부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β=-.78, p<.05), 가설1a가 지지되었다. 이것은 창업자의 사회적 관

계 선호도가 높을수록 비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뜻한

다. 또한 표본2의 모델3-1에서 보이는 것처럼,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

호도와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의 교호항이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부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68, p<.05) 가설2a

가 지지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도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절효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Preacher, Curran, &

Bauer(2006)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변수의 조건값(conditional

values, 즉 ‘높은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과 ‘낮은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의 구체적 값)을 도출했고, R 3.3.1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그래프로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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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 2.80 0.93

   2. 성별 0.08 0.27 .03

   3. 고학년 여부 0.57 0.50 .24** -.01

   4. 조직관리능력 3.67 0.93 .02 -.02 .03

   5.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3.99 0.95 -.13 .00 -.09 .41**

   6. 관계강도 1.03 0.99 -.01 -.06 .09 .16 -.07

   7. 네트워크 밀도 0.07 0.11 -.04 -.05 .10 .18* -.05 .90**

   8. 사회적 관계 선호도 0.39 0.22 -.16 -.04 .02 .02 -.03 .24** .17*

   9. 팀 내 친구 비율 0.30 0.22 .00 -.12 .12 .10 -.10 .81** .73** .31**

   10. 사회적 관계 선호도
       × 고학년 여부 0.23 0.28 .05 -.05 .73** .08 -.02 .23** .21* .53** .26**

   11. 사회적 관계 선호도
       ×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1.56 0.98 -.23** -.04 .00 .15 .35** .21* .15 .90** .25** .48**

   참조   - N = 143.
          - *p < .05, **p < .01 (양쪽검정)

- “고학년 여부”는 3·4학년일 경우 1, 1·2학년일 경우 0

[표1-1]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관계(표본1-경찰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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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1

모델1 모델2 모델3-1 모델3-2

통제변수

     성별  .12
(.29)

 .12
(.29)

 .11
(.29)

 .11
(.28)

     고학년 여부    .43⁕⁕
(.16)

   .42⁕⁕
(.15)

  .64⁕
(.29)

   .44⁕⁕
(.15)

     조직관리능력  .08
(.09)

 .08
(.09)

 .09
(.09)

 .06
(.09)

     사회적 위험선호 -.14
(.09)

-.14
(.09)

-.13
(.09)

-.15
(.09)

     관계강도  .11
(.18)

 .13
(.21)

 .14
(.21)

 .17
(.21)

     밀도 -1.63
(1.67)

-2.00
(1.67)

-1.92
(1.67)

-2.04
(1.65)

사회적 관계 선호도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  -.78⁕
(.37)

 -.43
(.54)

  -1.08⁕⁕
(.39)

     팀 내 친구 비율  .29
(.61)

 .25
(.62)

 .22
(.61)

교호항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
    × 고학년 여부

 -.55
(.62)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
    ×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68⁕
(.34)

N 143 143 143 143

R² .082 .112 .117 .137

F(자유도) 2.016†
(6)

2.106⁕
(8)

1.959⁕
(9)

2.352⁕
(9)

[표1-2]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표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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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선호도
높음낮음

낮은
사회적 위험감수

높은 
사회적 위험감수

공
식
적
  업
무
조
율
방
식
  선
호

[그림1-1] 표본1에서의 조절효과
([표1-2] 모델3-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함)

2. 표본2 분석 결과

[표2-1]은 표본2의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2-2]는 가설1·가설2의 경쟁적 가설들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OLS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2-1]의 변수 간 상관분

석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관계 강도 사이(r=.41), 그리고 사

회적 관계 선호도와 네트워크 밀도 사이(r=.40),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팀 내 친구비율 사이(r=.30)에 유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관계강도,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밀도 사이 상관 정도가 표본1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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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들은 경찰대학 재학생 표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창업팀 내부에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뒷

받침 한다. 표본2에서는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와 스스로 평가한 조

직관리능력 사이에 유의미하고 부적인 상관관계(r=-.29)가 있음이 밝혀

졌다. 이것은 갈등해결 능력과 동기부여 능력에 대한 높은 자신감이 비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와 상관이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창업 관련 강의 수강생들 표본에서는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과 조직관리

능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57)가 있음이 밝혀졌다.

[표2-2]의 모델2에서 보이듯, 모델2 자체도 유의미하지 않을뿐더러 가

설1에 대한지지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는 공

식적 업무조율방식에 대해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

다. 대신, 네트워크 밀도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대해 모델1과 모

델2에서 부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각각 β=-5.52,

p≤0.05; β=-4.95, p≤0.10). 표2의 모델3-2를 보면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의 교호항이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부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1.45, p<.01) 가설

2a가 지지되었다. 이것은 표본1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이 높을수록,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

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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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1.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 2.88 0.80

   2. 성별 0.21 0.41 .00

   3. 나이 22.14 2.39 .10 -.18

   4. 조직관리능력 3.69 0.79 -.29* -.02 .01

   5.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4.51 0.97 -.23 .06 -.26 .57**

   6. 관계강도 0.42 0.23 .03 .19 -.07 -.08 .15

   7. 네트워크 밀도 0.32 0.24 -.08 .09 -.08 -.09 .10 .92**

   8. 사회적 관계 선호도 1.12 1.01 -.11 .21 .00 .03 .29* .41** .40**

   9. 팀 내 친구 비율 0.09 0.11 .09 .21 .09 -.09 .16 .81** .70** .30*

   10. 사회적 관계 선호도
       × 고학년 여부 9.32 5.17 -.09 .16 .19 .03 .23 .39** .38** .98**

   11. 사회적 관계 선호도
       ×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1.96 1.31 -.22 .19 -.10 .20 .57** .41** .39** .94**

   참조   - N = 57.
          - *p < .05, **p < .01 (양쪽검정)

[표2-1]  평균,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관계(표본2-서울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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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2

모델1 모델2 모델3-1 모델3-2

통제변수

     성별 -.09
(.26)

-.07
(.27)

-.07
(.28)

-.07
(.26)

     나이  .02
(.05)

 .02
(.05)

 .02
(.05)

 .01
(.05)

     조직관리능력 -.23
(.16)

-.24
(.17)

-.23
(.17)

-.27
(.16)

     사회적 위험선호 -.10
(.14)

-.08
(.15)

-.08
(.16)

-.04
(.14)

     관계강도   .56⁕
(.27)

 .51
(.33)

 .51†
(.33)

 .50
(.31)

     밀도  -5.22⁕
(2.40)

 -4.95†
(2.49)

-5.05
(2.53)

 -4.23†
(2.33)

사회적 관계 선호도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 -.25
(.53)

-.21
(.55)

-.03
(.50)

     팀 내 친구 비율  .21
(.79)

 .26
(.81)

 .06
(.73)

교호항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
    × 나이

 .08
(.22)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
    ×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1.45⁕⁕
(.50)

N 57 57 57 57

R² .174 .180 .182 .305

F(자유도) 1.761
(6)

1.320
(8)

1.165
(9)

2.293⁕
(9)

참조   - 비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었으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10,   ⁕p<.05,   ⁕⁕p<.01
       - 1.00 ≤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 ≤ 4.33

[표2-2]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표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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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신뢰성 검사(reliability test)

표본1과 표본2에서 모델2 및 모델3-2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본1과 표본2에서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사회적 위험감수 교호

항이 모두 다중공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 모두 평균

중심화(meaning centering)를 시행했다. 다음의 내용들은 교호항의 평균

중심화 처리를 한 다음의 분석결과들이다. 표본1에서는 모든 변수의 분

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7.6 이하로 나타나 일반적

인 판단기준인 1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2에서는 관계강도의

분산팽창계수가 10.3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변수들은 7.1이하로 나타났

다. 표본2에서 다중공선성이 크게 나타난 관계강도를 빼고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의 교호항이 있는 모델3-2를 사용해 공

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대해 다시 회귀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모

든 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가 2.4 이하로 나왔으며,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의 교호항은 여전히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대해서 부적이고 유의미한 영향(β=-1.46,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견고성 검사(robustness test)

이러한 분석의 결과들이 다른 조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 모델의 견고성을 검사(robustness check)해보았다. 이름 파악 질문

의 형식을 2 단계에서 1 단계로 바꾸어서 경찰대학생과 서울대학생 창업

관련 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한 번 더 수집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225 명으로 구성된 표본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추가적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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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간 상관관계,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의 전체

는 부록([표3-1])에 제시하였다. 추가적 표본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대해 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채용 시 사회

적 관계선호도(β=-.66, p<.05)와 팀 내 친구 비율(β=-.52, p<.05) 모두

각각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대해서 부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a가 마찬가지로 지지되었다. 하지만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의 교호항이 공식적 업무조

율방식 선호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표본3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 선

호도와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의 교호항과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 사

이에 부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r=-.21, p<.01)가 존재했다. 이것은 인

과관계는 아니지만, 두 변수 사이에 부적 상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

한다.

제 2 절 질적 분석 결과

1. 사회적 관계 선호의 존재

먼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한 개념인 ‘사회적 관계 선호’의 존재를

확인했다. 채용 시 창업자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는지, 그리고 공동창업

자와 사회적 관계가 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봤다. 그 결

과 창업자들은 채용 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적 관계를 선호하는 정도에 차이(variation)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하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는 이유와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이유



- 64 -

를 서술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에서 밝힌 내용들을 언급하였다.

창업자A와 창업자B는 사회적 관계를 선호했고, 창업자C는 사회적 관

계를 선호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는 측과 선호하지 않는 측

모두 창업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에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하

지만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장점과 단점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는지에 따

라 사회적 관계 선호 여부가 정해졌다.

(1) 창업자A와 창업자B의 사회적 관계 선호

창업자A와 창업자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지 않

는다고 밝혔다. 창업자A는 신생기업은 사업상 긴장 상태일 때가 대부분

인데 그때 사회적 관계가 있으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힘들다

는 점,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었다. 이것은 강한 관계가 존재할 경우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Flache & Macy(1996)의 주장과 일면 유사하다. 또 친구일 때

볼 수 있는 모습과 실제 사업을 같이 하면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

다는 점도 언급했다.

(창업자A)스타트업은 대부분이 ‘버티는 기간’이다. 경제적으로, 환경

적으로, 감정적으로 제약이 많은 여건 하에서 사업을 하는 기간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와 함께 일한다면 책임소재를 명확

히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다. 또한 친한 친구에게 부정적인 피드백

을 주는 것이 힘든 것 같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회의 시간에 공개적

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만 친구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

해서는 따로 밥이나 커피를 마시면서 면담을 해야 됐다. 친분을 중

심으로 팀원을 선발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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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 다른 이유는, 친구로서 알고 지내던 모습과 일을 하면서 보이

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뽑아도

수습기간을 둔다면 그 기간에 업무스타일,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

다.

창업자B는 창업에 실패할 경우 사회적 관계도 함께 잃을 수 있다는

점, 팀 내 사회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 CEO로서 경영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적 관계가 새로운 업무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Wasserman(2012)의 주장과 일치한다.

(창업자B) 모르는 사람과 친구 두 사람이 있다면 나는 모르는 사람

을 선호한다. 먼저 비즈니스가 틀어질 때 친구 관계 역시 틀어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에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싶을 때, 혹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친구관계가 방해될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나와

친한 사람이 팀 내에 있다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

칠 것 같다. 재능이 정말로 뛰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친

구는 피하려고 한다.

창업자A와 창업자B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관계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친구와

함께 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상호작용의 경험이

축적되어 상대방에 대한 친밀도(familiarity)가 높다는 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탈할 확률이 낮다는 점, 신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치 자

신의 일인 것처럼 열심히 일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여기서 축적

된 상호작용의 경험 때문에 친밀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친밀도

는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요소도 포함

하는 것이다(Rockett & Okhuysen, 2002). 상호작용의 경험이 축적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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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반응에 대한 학습(Kraut et al, 2005)이 일어나고 관계 특정적 휴

리스틱이 생긴다는(Reagans et al., 2005)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례다. 또

한 마지막의 이유는 강한 관계일 경우 서로가 상대방을 도울 의무감을

느끼고 또 도울 동기가 생긴다는 Krackhardt(1992)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례다.

(창업자A)사업이 순탄할 때는 친구와 함께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사업이 힘들 때는 감정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친

구는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사업 조건이 열악하다 해도 창업팀을 이

탈할 확률이 낮은 것 같다.

(창업자B)친구와 함께 쌓아온 역사가 장점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

그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업무 방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신뢰도 깊다. 게다가 창업을 하면 창업자만큼 열심히 일을 하

는 사람이 보통 없는데, 친구는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준다.

(2) 창업자C의 사회적 관계 선호

창업자C는 공동창업자의 경우 단순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직관리 능력, 상황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

였다. 대상이 이런 능력들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는 짧은 상호작용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고, 오랜 기간 상호작용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정확

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창업자C)공동창업자를 뽑을 경우와, 그리고 일반 직원을 뽑을 경우

친구를 선호하는 정도가 다르다. 사원급의 경우 단순 성과가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친분이 큰 고려 요소가 아니다. 하

지만 공동창업자는 후에 팀장급이 될 사람으로서, 단순히 업무 성과

만 잘 내서는 안 되고, 리더십, 관리능력 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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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부분은 일회적인 면접을 통해서는 평가할 수 없고 오랜 기

간 실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앞서 창업자A가 친구일 때의 모습과 일할 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경험은 올바른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창업자C는 오히려 친구일 때 확인한 모습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창업자C)물론 친구관계에서 보인 모습과 업무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리더십, 관리능력, 성향, ‘일 머리’ 이런 것들

은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성

향은 그대로인데 상황이 변하는 것일 뿐이다. 업무에서 필요할 것

같은 능력을 가진 친구를 선발하면 되는 것이다. 창업에 실패했을

때 같이 창업한 사람이 친구라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

겠지만, 그보다도 아예 모르는 사람을 팀장급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3)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실제 창업팀의 인적 구성

창업자들의 이러한 사회적 관계 선호는 실제로 창업팀의 인적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낮

은 신생기업A와 신생기업B는 실제로 직원 중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

신생기업A와 신생기업B는 각각 창업자 외 전체 직원 80%(5 명 중 4

명), 83.3%(6 명 중 5 명)가 이방인이었다.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

가 높은 신생기업C는 창업 초기에 팀원 전원이 창업자의 친구였다. 이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실제 창업팀 내

관계적 사회적 자본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을 뒷받침한다.

또, 상관관계 분석에서 사회적 관계 선호도와 팀 내 친구 비율 사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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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유의미하다고 나타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것

이다.

2. 사회적 관계의 존부가 업무조율방식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들과 심층면접을 한 결과, 앞선 계량적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낮았던 신생기업

A와 신생기업B는 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

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높았던 신생기업C의 경우 다른 신생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신생기업A의 경우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조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의방식을 규칙으로 정해 놓았다. 창업자

와 팀원 간, 그리고 팀원들 상호간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에 선별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신생기업A의 경우 창업자, 창업

자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한 명의 팀원, 그리고 후에 합류한 이방인

인 팀원 4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창업자는 창업팀이 수평적이기를 바

랬으며, 그 수평적 관계를 통해 자유롭고 적극적인 정보교류가 일어나갈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방인인 팀원들은 창업자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편

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같은 팀원-창업자 관계임에도 불

구하고 창업자와 친구인 팀원은 창업자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쉽게 개진

할 수 있었던 것과 대조된다. 또한 이방인인 팀원은 창업자에게만 부정

적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창업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팀원에게도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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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는 교환되는 정보의 질을 높이고 폭을 넓히기 위해 의견교환과 관

련된 회의 규칙을 만들었다.

(창업자A)월권을 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많은 피드백을 교환하는

것을 적극 권장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

는 것을 어려워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친구가 절친한 사이

인 것을 아니까 그에게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회의

를 하는데, 그 회의가 끝나면 한 시간 정도 서로에 대한 의견을 교

환하도록 하고, 이때 의무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최소한 하나씩

주도록 규칙을 만들었다.

이런 현상은 강한 사회적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 매개되는 정보의 질

을 높인다(Krachhardt, 1992; Krackhardt & Hanson, 1993; Uzzi, 1997)

는 이론적 배경부분의 설명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사회적 관계

가 존재할 때 공식적인 지위의 차이(CEO와 일반직원)가 극복되어 자유

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이든, 사회적 관계

의 부재로 인해 업무조율에 필요한 정보가 선별적으로 교환되었고, 창업

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신생기업A는 이방인 간의 조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프

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업무조율을 위한

하나의 규칙으로 기능했다. 공식적 규칙을 통한 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

는 협업을 하는 상대방이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할 필요가 없도록 공식적

인 규칙을 통해서 협업에 필요한 정보들이 완전히(completely) 전달되어

야 하는데(Tuner & Makhija, 2006), 신생기업A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사실상 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의 일

종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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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A)팀원의 역할에 맞게 그들이 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사내

협업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과 협업을 하더라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와 개발자

는 Sketch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협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두 교환할 수 있다. 예컨대,

디자이너가 기획한 의도가 그대로 개발자에게 구현될 수 있도록 프

로그램에 폰트, 위치, 크기, 색상 등 모든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조정을 촉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개(representation)가 있다

(Okhuysen & Bechky, 2009). 이 방법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의사소통

없이 즉각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업무에 관한 공통된 관점

형성을 도모하여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신생기업A에서 사용하는 프로

그램 중 하나는 직원들이 업무추진경과, 담당자, 협력자 등을 모두 기록

하게 만들고 이것을 모두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역시

이방인 간의 업무조정을 용이하게 만드는 규칙의 일종이었다. 이 프로그

램은 서로 다른 인지적 틀을 가진 이방인인 팀원들 사이에 업무와 관련

된 동의에 이르게 하고 또 업무에 대한 공통된 관점을 갖게 한다.

(창업자A) (구두로) 의사소통을 하면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해도 각

자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거나, 모호한 점이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

게 된다. 그리고 이럴 때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Scrum

for Trello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가상의 보드가 모두

의 모니터에 항상 켜져 있다. 여기에 각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누구의 협조가 필요한지를 모두 기록하도

록 했다. 과거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자의적으로 해결

하여 후에 문제가 되고 그 일을 두 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

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그러한 문제는 많이 줄었다. 책임소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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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에서도, 의사소통의 면에서도 편하다.

창업자B 역시 사회적 관계를 선호하지 않고, 신생기업B도 이방인 위

주로 구성되었다. 창업자B는 업무조율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식

화하는 것을 선호했다. 실제로 표준적인 업무절차를 사전에 정해 놓고

직원들에게 따르도록 했으며 업무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산출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도 만들었다. 창업자B는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창업자B)업무 프로세스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사전에 미리 정해 놔

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매뉴얼이나 업무 관련 내용은 기록을 해두

어서 나중에 같은 일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업무의 퀄리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추라고 쉽게 요구할 수 있다. …(중략)…모르

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팅을 요구할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모집할 때부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한다며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창업자B는 전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과 관

련된 구체적인 규칙도 만들었다.

(창업자B) 조직문화 형성의 면에 있어서 나는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정해 두고 근무시간에는 일만 열심히, 바짝 하고 칼 퇴근 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와 관련해서 직원 중 한 명이 업무 시간에 핸드폰을 너

무 자주 쓰는 것 같아서 회의를 통해 주의를 줬다. 그런데 ‘자주 쓴

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에는 책상 위에서 핸드폰을 쓰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만들었고 이를

어길 시 사유서를 쓰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를 선호하는 창업자B도 사회적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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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친구에게는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를 쉽게 요구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에 걸림돌

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창업자B가 이방인인 대다수의 직원들에

게는 업무 절차, 산출물에 대한 질에 대해 공식적인 규칙을 쉽게 적용했

던 것과 대조된다. 친구가 있을 경우 경영권을 본인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창업자B) 친구에게는 정말 정말 필요한 게 아닐 경우 요구하지 않

는다. 나는 매뉴얼을 되게 중요시하고 다음을 위해서 (기록물을) 쌓

아두는 것을 좋아하는데, 친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 부분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 생각해서 그대

로 뒀다. …(중략)… 친구의 경우에는 업무 퀄리티에 대한 기준을 엄

격하게 지키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창업자B는 전유성을 고려하여 규칙을 만들 때도 사회적 관계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었다.

(창업자B) 또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부분에서도 친구와 함께 있을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가 힘들었다. (핸드폰 사용과 관

련해서) 규칙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친구가 그런 식

으로 직원들을 구속하는 것을 싫어해서 몇 번 무산됐다. 결국 세 번

째 시도했을 때 이런 규칙을 만들 수 있었다.

창업자B가 사회적 관계가 존재할 때 공식적 규칙을 엄격하게 요구하

지 못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식적 규칙이 양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를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Sitkin & Roth 1998; Das &

Teng, 1998) 때문이거나 해당 사회적 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보상 때문

인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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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B)규칙을 정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

하는 것이다. 함께 창업한 친구가 아주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우리

팀에 합류해 준 것인데 친구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

고 싶었다.

창업자C는 비교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선호가 강했다. 그리고 실제로

신생기업을 시작할 때 창업팀 5 명 전원이 친구 관계에 있었다. 여전히

전원이 신생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창업자는 CEO이고, 나머지는

각 팀의 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창업 초기에도 공식화된 업무조율방

식이 없었고, 지금도 CEO와 팀장들 사이에는 엄격한 규칙 없었으며 대

부분 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었다.

(창업자C) 처음 창업을 할 때 본인 말고 4 명이 더 있었는데 친구들

이었다. 그리고 공동창업자인 친구들 모두 각 팀의 팀장이 되어 지

금도 근무하고 있다. 각 팀에는 팀장 외에 4 명의 팀원이 더 있는데,

이 팀들 하나하나가 사실상 개별적인 스타트업이다. 그 팀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가 강하고, 친구들로 이루어졌던 신생기업C

의 경우 처음에는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 정도가 낮았다.

(창업자C) 처음에는 규칙이라는 게 단 하나도 없었다. 출퇴근 시간

등 딱히 일하는 시간을 정해놓지도 않았었다. 규칙이라는 것을 하나

도 만들지 않다가 문제가 되어서 폭탄이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규칙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회의 시간은 주중, 주말 가

리지 않고 마음대로 정했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합류한 후에는 공

식적인 회의시간을 주중 10시에서 17시 사이로 정하는 규칙을 만들

었다.

또한 신생기업C의 경우 업무 분장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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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C)나와 친구들 모두 소위 ‘C’ 자가 들어가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업무에 있어서 위계와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였다. 역할은 커다란 범위로 나누어

져 있었으나, 인원이 적기 때문에 모두가 일당백을 해야 했고 그때

그때 상의해서 역할을 나누고 인력을 배분했다.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는 ‘이건 네 마음대로 하고 책임도 네가 다 져’라는 식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이와 비슷한 경향은 신생기업A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찾을 수 있었다.

창업자A는 자신과 친구 관계에 있는 직원과는 업무 분장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업무를 나누어 맡을 수 있었지만, 이방인과는 업무 분장에 정

한 일들만 나누어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계의 존재가 역할의 공식

화 정도를 낮춘 것이다.

(창업자A)특히 내가 일이 많아서 힘들 때 친구가 있으면 일을 나누

어서 할 수 있어서 좋다. 대표의 잡무가 엄청 많다. 회계 업무, 세무

업무, 각종 고지서 처리 등 잡무가 많은데, 팀에 친구가 있으면 이런

일들을 나누어 할 수 있다. 처음 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함부로

나누어서 하자고 말하지 못한다.

한편 창업자C는 창업자와 직원 사이 사회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 경제

적 보상과 성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도 됐지만, 모르는 사람이 팀에 합

류한 후에는 공식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유성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관계가 존재할 때는 규칙이 없어도 해결이 됐지만, 사회

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공식적 규칙이 필요했던 것이다.

(창업자C) 처음에 친구들과 일할 때는 자신이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책임지고 남아서 밤늦게까지 일을 더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모두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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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팀에 합류한 뒤로는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를 기록할 타임

시트를 만들어야 했다. 구성원들은 서로서로 ‘누가 일을 더 하는지,

누가 일을 덜 하는지’를 볼 수 있었고, 그게 돈으로 계산되기 시작했

다. 내가 누구누구보다 더 일을 했는데 보상은 더 적은 것 같다 이

런 불만이 생겼다. 그래서 한 시간 더 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

고, 야근, 특근을 하면 어떻게 하고, 월차를 내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공식적으로 정한 뒤 실제로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창업자A 역시 공동창업자의 이탈과 관련하여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

다. 이방인의 경우 경제적 보상을 중요시하여 경제적 보상이 적을 경우

쉽게 팀을 이탈하려고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 직원의 경우 경

제적 보상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창업자A) 초창기에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 임금으로 많은 돈을

지출할 수가 없었다. 이 때 핵심적인 엔지니어가 팀을 이탈하려고

해서 나가지 말라고 설득하느라 고생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친구

의 경우 확실히 이탈에 대한 고민을 적게 할 수 있다. 친구 사이에

창업팀에 합류하기 전에 합의를 본 것도 있고, 공유하는 비전도 있

기 때문에 친구의 경우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이 적다고 해서 팀을

이탈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또한 창업자C는 사회적 관계가 있을 때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았다

고 했다. 강한 관계는 친밀함과 관련이 깊은데(Krachhardt, 1992), 업무

에 상호의존성이 있는 당사자들 간에 친밀성이 존재한다면 서로의 행동

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서 업무조율이 한층 수월

해진다(Kraut et al., 2005). 또한 서로가 서로의 선호를 잘 알고 있기 때

문에 상대방의 선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여 업무조율을 한층 쉽

게 만든다(Reagans et al., 2005). 이처럼 강한 사회적 관계에 내포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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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성은 업무조율에 있어서 조정 비용을 이미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

정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른 규칙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창업자C)친구와 일을 하면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진다는 점

이 좋다. 죽이 이미 잘 맞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가 없다.

열 마디를 해서 내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데, 한 두 마디만 해도 생

각이 표현이 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친구들은 잘 알고 있

는 경우가 많고, 또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식도 많다.

지금까지 각 신생기업의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낮고 구성원 중 이방인이 많은 신생기업

A와 신생기업B의 경우 대체로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 수준이 높았다.

반대로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높고 구성원 중 친구 비율이 높

은 신생기업C의 경우 대체로 업무종류방식의 공식화 수준이 낮았다.

하지만 순수하게 친구로만 이루어지거나 순수하게 이방인으로만 이루

어진 창업팀이 존재하지 않듯이, 특정 신생기업의 업무조율방식이 ‘100%

공식화되었다’ 혹은 ‘100% 비공식화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모든

기업들에서 가설1a와 반대되는 사례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

우에도 가설1b에서의 설명한 이유에 따라 창업자들은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 정도를 정했었다.

그 예로, 창업자C는 친구와 함께 창업했지만 분권화(decentralization)

를 위해서 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을 도입했다. 반대로 창업자A는 반대로

모르는 사람과 일하면서 분권화를 위해 비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을 도입하

기도 했다.

(창업자C)친구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규

칙이 없으면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이 항상 ‘OOO(창업자C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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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대?’가 된다. 그래서 기준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규칙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창업자A)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만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알아서 일을 하고 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다. 구조화된 업무 방식들을 만들어놨었지만 최근에는 유연하게 바

꾸는 중이다.

3.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의 조절효과

창업자들은 친구와 창업할 경우 사회적 관계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들은 모두 친구를 대

상으로 사회적 통제를 사용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자A는 친구와 함께 일할 때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창업자B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

어도 업무를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참는다고 했다. 창업

자C도 부정적인 의견일 경우 할 말이 있어도 그 빈도를 줄인다고 했다.

창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조율을 위해 공식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B) 창업하기 전 창업 관련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 책들에서

친구와 창업할 경우 친구 관계를 잃기가 쉽다는 글을 읽었다. 그래

서 친구와 함께 창업하면서 제일 먼저 이것을 예방할 규칙을 정하는

것을 했다. 지분과 보상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의견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었다.

(창업자C) 지적할 할 일이 있으면 세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여 한

다. 내가 직접 1:1로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 조직 체계 안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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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독립적인 영역을 만들어주

고, 대신 프로젝트가 끝나면 1주일 이내 그와 관련해서 자체 보고를

하고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교환하도록 규칙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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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창업자의 업무조율방식 선

택에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준다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첫 번째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업자의 사

회적 관계 선호도가 높을수록 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을 덜 선호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은 두 번째 표

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이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창업자의 업무조율방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두 표본 모두에서 경험

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창업자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이 강할수록,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창업자의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가설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측

하거나 전제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경험적 근거를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본 연구의 전반에서 가정하고 있듯이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는 실제 팀 내 친구 비율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이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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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층면접 내용으로부터 나타났다.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선호도

는 팀 내 평균 관계강도와 팀 내 네트워크 밀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료제와 기업가적 활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두 가능성

중 무엇이 더 개연성이 있는지 간단하게 시험해볼 수 있었다. 우선, 고학

년 변수가 유의미하고 예상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

습 효과와 관련된 설명이 지지되었다. 이는 표본1에서 공식적 업무조율

방식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모델들에

서 고학년 여부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효과 설명과 관련해서는, 경찰대와 서울

대 사이에는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의 차이가 있음이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밝혀졌을 뿐,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는 집단의 차이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료제 조직에 속했던 경험의 유무에 따

라 두 집단 사이 차이는 존재하지만, 경험의 유무가 신생기업의 내부운

용방식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제 2 절 논의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몇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조직의 업무조율방

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일조했다. 그간의 업무조율방식

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은 업무 다양성(task variability), 업무 난이도

(task difficulty), 업무 상호의존성(task interdependence) 등에 따라서 업

무 단위가 수용해야할 정보처리에 대한 요구(information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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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가 정해지면, 조직은 그 요구에 상응하는 정보처리 능력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y)을 가진 업무조율방식을 사용한다고

주장해왔다(Thompson, 1967; Galbraith, 1973; Van de Ven et al., 1976;

Scott, 1992). 하지만 상기한 업무조율방식의 선행요인들을 모두 이미 설

립된 기업들을 가정한 상태에서 다루어져 왔다 있다. 그렇다면 상기한

선행요인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조직, 즉

형성 과정의 조직(organization in creation)의 업무조율방식은 어떻게 형

성되는 것일까? 본 연구는 무(無)에서 시작하는 조직이 어떻게 업무조율

방식을 형성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여, 기존의 업무조율방식 형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소홀해 왔던 신생기업에서의 업무조율방식 형성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켰다.

둘째,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무조율방식에 관한 우리의 이

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신생기업의 내부운용에 대한 이해

도 증진시켰다. 신생기업들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조직 밖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 있고(Wasserman, 2012), 그 중에서도 특히 효율

적인 업무관계의 개발과 확립이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내부 요인이다

(Stinchcombe, 1965). 따라서 신생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

생기업 내부의 업무조율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

요성에 답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생기업 내부의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

방식의 공식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신생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생기업 내 사회적 관계와 업무조율방식, 이 두

요소 사이에 어떤 조합(i.e. internal fit)이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록 창업 과정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전제로 하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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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진행했지만,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선행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검증했다.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은 조직 내부의 상호작용 패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이 둘을 주인공으로 하여 직접적

으로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던 연구는 없었다(McEvily et al., 2014).

McEvily et al.(2014)는 분리되어 진행되었던 연구 흐름을 통합하는 것이

조직의 기능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러

한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서 업무조율방식의 선행요인으로 지금까지 다루

어지지 않았던 사회적 관계를 업무조율방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협업을 할 때 왜 어떤 상황에서는 강한 관계

의 강점이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강한 관계의 약점이 나타나는지를

밝혀 그간 혼재되어 있던 연구결과들을 설명할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다.

협업의 상황에서 집단의 강한 응집력이 집단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 결과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혼재되어 왔다.

집단생산(team production)의 상황에서 개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할 것인지, 혹은 회피를 통한 무임승차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Alchian & Demsetz, 1972). 일군의 연구들은 응집력 있

는 집단(cohesive group) 내에 존재하는 동료의 압력이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으며(Homans, 1974), 동료로부터 받는 압력의 효과는 구성

원이 집단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보상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될수록 커진

다고 주장해 왔다(Lott & Lott, 1965).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

다. 자신이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얻는 사회적 보상에 대한 의존성이 커

지면 커질수록 그 개인은 자신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관계를 함부

로 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회적



- 83 -

보상을 제공하는 관계를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사회적 통제를

활용하는 것을 회피하여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Flache

& Macy, 1996). 이 경우, 양자 간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이차적 무임승차문제(Oliver, 1980)’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두 흐름의 연구는 각각 사회적 보상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될수록 사회적 통제가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구성원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이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하나의 상황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회적 보상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환경에서 행위자의 사회적 위

험감수 성향이 높으면 사회적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딜레마는 해결될 것

이고,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이 낮으면 딜레마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관료제(bureaucracy)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조의 공식화를 주로 다루

고 있다. 조직 구조의 공식화, 즉 조직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에 기반해 운영되는 정도는 관료제를 규정짓는 핵심적 요소이다(배

종훈, 2013). Weber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관료제의 주요 특징으

로 몰개인성(impersonality)을 주장했고, 그 결과 공식적 조직 내부의 개

인들 간의 비공식적 특성, 즉 사회적 관계에 대해 연구자들은 무관심해

왔다. 하지만 현실의 조직에서는 조직내부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이 조직

의 공식화 정도와 무관하지 않다. 조직 내부의 사회적 관계가 형식적인

공식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조직 내부의 실질적인

공식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료제적인 조직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경찰 조직 내부에는 “항상 원리원칙은 미운 놈에게만

적용된다”라는 말이 있다. 마치 정당성(legitimacy)과 효율성(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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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관료제 조직에서 디커플링(decoupling,

Meyer & Rowan, 1977)이 발생하듯이, 규칙이 확립된 관료제 조직이라

해도 사회적 관계의 유무 혹은 특성에 따라 그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차

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관료제 조직 안에서도 사회적 관

계에 따라 국소적인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는 비록 형성 과정의 조직(i.e. 신생기업)을 다루고 있지만 일반적인

관료제 조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

다.

위와 같은 이론적 함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실무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 창업자는 신생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생

기업 내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의 유무와 자신의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 정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

다. 둘째, 창업자는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업무조율방식을 정할 때 일

률적으로 업무조율방식 전체를 공식화하거나 비공식화할 필요 없이 자신

의 필요에 따라 최사선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 3 장의

‘연구가설’에 서술한 것처럼 사회적 관계의 유무는 업무조율방식의 공식

화와 비공식화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론적 함의 부분에서 마지막에 논의한 것과 관련하여

신생기업뿐만이 아니라 기성조직에서도 경영자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업

무조율방식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집단 내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국지적인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업무조율방식의 공식화 문제에 접근한다면 보다 효

율적으로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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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한계점 및 제안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한계는 동일방법편

의(common method bias)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

고 조절변수를 동일한 응답원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듯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분산에 의도하지 않은 체계

적 분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들은 사회적 소망성 편항(social

desirability bias), 일관성 유지 동기(consistency motif) 내재적 이론

(implicit theory) 그리고 개인적 기질에서 기인한다(박원우, 김미숙, 정상

명, & 허규만, 2007). 이 오류들을 줄이고자 박원우와 그의 동료들의 연

구(2007)에서 제안하는 방법 중 일부를 택하여 본 연구에 적용했다. 먼

저, 이 중 특히 발생하기 쉽다고 알려진 사회적 소망성 편향에 의한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도 구성 시 최대한 구체성·명확성·객관성을 확

보하고자 노력(e.g. 공식적·비공식적 업무조율방식의 장·단점을 응답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실무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기 등)을 하였다.

또, 설문항목이 모호할 때 다른 오류의 원인들이 생기는데(Cronbach,

1950),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문문항의 단어들은 최대한 실생활에 쓰이

는, 응답자가 알 만한 단어를 썼고 그 의미를 좁게 특정했다. 그 외에도

인과관계에 관심이 있는 변수들을 연이어서 배치할 경우, 항목의 맥락

(item context)에서 인지적 전이효과가 생겨 편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박원우 등, 2007),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다른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처리들에도



- 86 -

불구하고 동일방법편의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한계는 표본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대학 재학생 표

본에서 확인된 연구가설에 대한 지지가 서울대학교 창업 관련 강의 수강

생들로 구성된 표본에서도 발견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학

교 창업 관련 강의의 수강생들로 이루어진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질문지법을 사용한 기초자

료를 수집하는 기회로 활용된 창업 관련 5개의 강의 중 3 개는 서울대학

교 벤처경영학과의 전공필수 과목 혹은 전공선택 과목이었지만 2 개의

강의는 공과대학의 교양강의였다. 따라서 두 번째 표본의 구성원 전체가

일반인에 비해 창업 과정에 대해 특별히 많은 지식을 지닌 사람들로 구

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 번째 한계는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창업자의 ‘선호’를 묻

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화 하고자 했으나 가상의

상황에 실제 창업자가 창업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여러 요소들을 모두 담

지는 못했다. 그래서 실제 창업자라면 업무조율방식의 선택에서 고려했

을 법한 여러 요소들, 즉 매뉴얼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외부의 압력

(e.g. VC의 요구), 다양한 업무 최적화 프로그램의 존재 등을 응답자가

염두에 두지 않고 설문문항에 응답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간결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가상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고자

했으며, 창업에 대해 비교적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창업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창업 관련 강의의 수강생들로 구성된 표본을 추가적으로 구성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설계 상 가상의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연구자료

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측정하기보다 응답자의 선호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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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창업 과정은 명확한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되기 보다는 실효화 과정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창업자의 선호

를 알아보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약 다음과 같이 향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실제 창업팀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과 실제 업무조율방식을 측정할 수 있다면 한층 더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가

창업팀의 실제 인적 구성에 반영된다는 가정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 이 경우 창업팀 내부의 사회적 관계가 업무조율방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두 사람간의 관계와 관계적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데, 이를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논의로 확장한다면 또 흥미로

운 연구가 될 것이다. 강한 관계의 강점 및 약점이 닫힌 네트워크

(network closure)의 강점 및 약점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강한

관계와 상관이 있는 신뢰와 신뢰성, 규범과 제재, 의무와 기대, 정체성과

동일시 등은 닫힌 네트워크의 특성도 된다. 이에 더하여 실제로 창업팀

을 구성할 때 창업자는 창업자 자신과 팀원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팀원

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관분

석에서도 관계강도와 밀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 두 번째 표본에서는 밀도가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유의미하고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델들이 존재했다는 점이 이러한 향후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셋째, 본 연구의 논의를 다른 맥락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의 토대가 되는 창업 맥락의 특수성은 공식적·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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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의 부재와 업무 상호의존성의 특성 및 강도의 불특정이다. 이 두

요건을 갖춘 다른 환경이 있다면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적용해볼 수 있

을 것이다. 만약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각각의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한

다면 창업 맥락과 마찬가지로 업무 상호의존성의 특성 및 강도가 정해지

지 않은 신제품 개발팀, Thompson(1967)의 사례처럼 재난 상황 해결 조

직과 같이 예상치 못한 필요에 의해 등장한 조직(i.e. synthetic

organization), 공식적 요소가 있으나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하여 실

제 운영에서는 공식적 요소의 영향이 적은 팀 등 다양한 맥락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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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본3

모델1 모델2 모델3-1 모델3-2

통제변수

     성별  .20
(.15)

 .14
(.15)

 .14
(.15)

 .14
(.15)

     경찰대학생 여부 -.03
(.15)

-.02
(.15)

-.02
(.15)

-.02
(.15)

     나이  .03
(.04)

 .05
(.04)

 .05
(.04)

 .05
(.04)

     조직관리능력  .00
(.07)

 .01
(.07)

 .01
(.07)

 .02
(.07)

     사회적 위험선호  -.13†
(.06)

 -.15⁕
(.06)

 -.15⁕
(.06)

 -.14⁕
(.06)

     관계강도 -.04
(.07)

 .04
(.07)

 .04
(.07)

 .04
(.07)

     밀도  .27
(.51)

 .33
(.51)

 .33
(.51)

 .34
(.52)

사회적 관계 선호도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  -.66⁕
(.27)

 -.66⁕
(.27)

 -.67⁕
(.27)

     팀 내 친구 비율  -.52⁕
(.26)

 -.52⁕
(.26)

 -.52⁕
(.26)

교호항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
    × 나이

 .00
(.14)

    채용 시 사회적 관계 선호도
    × 사회적 위험감수 성향

 .06
(.25)

N 225 225 225 225

R² .034 .080 .080 .080

F(자유도) 1.076
(7)

2.084⁕
(9)

1.867⁕
(10)

1.873⁕
(10)

참조   - 비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었으며,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10,   ⁕p<.05,   ⁕⁕p<.01
       - 1.00 ≤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 ≤ 5.00

[표3-1]  ‘공식적 업무조율방식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OLS) 결과(표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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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업무 조율 방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조직이론을 공부

하고 있는 석사과정 강준구입니다. 저는 창업자의 사회적 관계 선호도가 창업 

과정에서 업무 조율 방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

다.

본 설문지는 응답자께서 상의 없이 개별적으로 직접 응답해주시면 됩

니다. 설문이 완료되면 귀하의 설문지를 함께 드린 봉투에 다시 넣어 밀봉하신 

후 조사요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응답하신 내용들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 설문지는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모두 8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성에 10 ~ 15 분 정도

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받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설

문지 마지막 장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요약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인사조직 석사과정

강 준 구   드림  

      

 전화 : 010-9932-4657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902동 108호(우편번호: 08826)

 E-mail: dodelight@snu.ac.kr

< 연 락 처 >

 



본 설문조사는 창업 과정에서의 응답자가 선택할 업무 조율 방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창업과정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 사 례 >” 속의 창업자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하의 질문들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의 벤처경영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3개월 안에 

사업계획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귀하는 현재 상업적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때, 본인 이외에 총 

5명의 운영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5명의 사람을 추가로 모집해서 창업팀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사 례 >

 

※ 상기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 CEO로서 창업 과정에서 창업팀을 구성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두 명이 있습니

다. 한 명은 오랫동안 잘 알았던 친구이고, 다른 한 명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1-1. 친구와 모르는 사람은 각각 동일한 추천인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았습니다. 이때, 추천인은 

창업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믿을 만한 인물입니다. 추천인이 친구와 모르는 

사람을 추천하는 정도가 예시와 같을 때, 두 사람 중에 누구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 누구와 일할 것인지 각 예시 하단에 ‘✔’ 표기

                   

강력히
추천

추천

추천 정도

모르는 사람

친구

모르는 사람

친구

(      )

(      )

(      )

(      )

상황1 상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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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다음에 제시된 세 상황처럼 친구와 잘 모르는 사람은 창업과 관련된 서로 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의 상황에 각각 두 후보 중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 것인지를 표 

우측의 괄호 안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 실무 경험이 많을수록 관련된 노하우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됨. 

        

후보 각 후보의 이력 선택

상황

1

친구 창업 실무 경험이 전혀 없음 ( )

모르는 사람 창업 실무 경험이 한 번 있음 ( )

상황

2

친구 창업 실무 경험이 적음 ( )

모르는 사람 창업 실무 경험이 많음 ( )

상황

3

친구 창업 실무 경험이 많음 ( )

모르는 사람 창업가로 성공한 적이 있음 ( )

 

2. 이번 문항들에서는 창업 과정에서 귀하께서 CEO로서 5명의 팀원을 선발하는 상황을 가정한 상

태에서 귀하와 각각의 팀원들 간의 관계 또는 팀원들 상호간의 관계의 특성들을 묻고 있습니다.

   2-1. 귀하는 CEO로서 창업팀을 구성하기 위해 5명의 운영진을 모아야 합니다. 귀하는 누구와 

창업하고 싶습니까? 함께 창업하고 싶은 지인의 초성 및 본인과의 관계를 다음 빈칸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ex: ㄱㅈㄱ, ⑥). 

※ 여기서 지인은 친구, 가족, 친척, 동창, 동료, 선후배 등 실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

☞ 지인은 최대 5명까지 택할 수 있으며, 순서는 상관없음.

☞ 지인을 5명 미만으로 답한 경우, 표의 상단에서부터 차례대로 응답하고, 하단의 남는 칸은 

공란으로 남김

         

지인의 초성 관계의 종류

첫 번째: [ ] ( )

두 번째: [ ] ( )

세 번째: [ ] ( )

네 번째: [ ] ( )

다섯 번째: [ ] ( )
 

※ 관계의 종류 선택지

① 친구(대학교, 직장 제외) ⑥ 업무적 관계

② 대학교 동창 ⑦ 가족

③ 대학교 선후배 ⑧ 친척

④ 현재 직장 동료 ⑨ 기타 지인

⑤ 이전 직장 동료

☞ 지인을 한 명도 안 쓴 경우, ‘4쪽’의 ‘설문문항3(조직관리능력)’으로 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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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질문들에 답하실 때는 앞선 질문에서 각 칸에 초성을 써주신 지인들을 생각하
면서 답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바로 위의 질문에서 “첫 번째: [ ㄱㅈㄱ ]”라고 답하신 경우, 아래의 질문
들에서 “첫 번째: [      ]”의 칸이 보일 때마다 귀하의 지인 ‘ㄱㅈㄱ’를 떠올리시면
서 해당하는 내용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2-2. 이번 문항은 앞서 기술하신 팀원들과의 평소의 친목활동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

니다. 귀하께서는 2016년을 돌아보았을 때, 상기하신 사람들과 평소에 얼마나 자주 친목

활동을 하셨습니까? 

    ☞ 표 우측에 제시된 ◯0 ~⑥의 숫자 위에 ‘✔’ 표기

     

창업팀 구성원
매일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이나

그 이하

첫 번째: [ ] ◯0 ① ② ③ ④ ⑤ ⑥

두 번째: [ ] ◯0 ① ② ③ ④ ⑤ ⑥

세 번째: [ ] ◯0 ① ② ③ ④ ⑤ ⑥

네 번째: [ ] ◯0 ① ② ③ ④ ⑤ ⑥

다섯 번째: [ ] ◯0 ① ② ③ ④ ⑤ ⑥

   2-3. 이번 문항은 앞서 기술하신 팀원들과의 친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귀하께서

는 상기하신 사람들과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 표 우측에 제시된 ◯0 ~⑥의 숫자 위에 ‘✔’ 표기

     

창업팀 구성원

매우 가깝다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사이다)

가깝지도, 
소원하지도 

않다

소원하다 
(이름만 아는 
사이이거나 

각자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첫 번째: [ ] ◯0 ① ② ③ ④ ⑤ ⑥

두 번째: [ ] ◯0 ① ② ③ ④ ⑤ ⑥

세 번째: [ ] ◯0 ① ② ③ ④ ⑤ ⑥

네 번째: [ ] ◯0 ① ② ③ ④ ⑤ ⑥

다섯 번째: [ ] ◯0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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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이번 문항은 앞서 기술하신 5명의 팀원들 상호간(팀원↔팀원)의 관계를 알아보기기 위한 

문항입니다. 교차하는 행과 열에 해당하는 지인이 특별히 친밀한 경우 정육면체 안에 있

는 괄호, 즉 “(      )”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행렬 상단과 왼쪽의 각 칸에 지인의 초성을 쓴 뒤, 각 행과 열에 있는 지인 간의 관계를 연

상하면서 응답을 하면 편리함

    ☞ 마찬가지로 5명 미만의 지인의 초성을 썼을 경우, 행렬의 가로·세로축에 남는 칸은 공란으로 남김

       

( )

( ) ( )

( )

( ) ( )

( ) ( )

( ) ( )

두 번째:
[  ]

세 번째:
[  ]

네 번째:
[  ]

다섯 번째:
[  ]

첫 번째:
[  ]

두 번째:
[  ]

세 번째:
[  ]

네 번째:
[  ]

           

3. 이하의 질문은 귀하께서 스스로의 조직관리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

문입니다. 귀하께서 공동과업(프로젝트, 팀플, 공모전 등 종류 불문)의 리더 역할을 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답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평소의 자신을 돌아보고 예상하여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3-1. 의견이 달라서 팀원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귀하께서는 의견조율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균적인 성인보다 ( )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매우
부족한 부족한

약간
부족한 보통의

약간
우월한 우월한

매우
우월한

◯0 ① ② ③ ④ ⑤ ⑥

   3-1. 귀하께서는 공동과업 수행 시 팀원들로 하여금 모두 자발적으로 팀플에 열심히 참여하도

록 만들 수 있습니까?

☞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평균적인 성인보다 ( )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매우
부족한 부족한

약간
부족한 보통의

약간
우월한 우월한

매우
우월한

◯0 ① ② ③ ④ ⑤ ⑥

☞ 팀원 간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하나도 없을 경우 

이곳에 ‘✔’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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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질문들은 귀하의 위험회피성향(또는 위험감수성향)을 묻고 있습니다. 

   4-1. 이하의 표에는 총 10 쌍의 두 종류의 복권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 쌍마다 복권 A와 

복권 B 중 어떤 복권을 더 선호하는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질문에서는 정답과 오답이 따로 없음. 오로지 선호에 따라 표 우측의 괄호 안에 표기(총 10 회) 

복권의 당첨 금액 및 확률 선택

복권 A 복권 B 복권 A 복권 B

1 10%로 40,000원, 90%로 32,000원 10%로 77,000원, 90%로 2,000원 (   ) (   )

2 20%로 40,000원, 80%로 32,000원 20%로 77,000원, 80%로 2,000원 (   ) (   )

3 30%로 40,000원, 70%로 32,000원 30%로 77,000원, 70%로 2,000원 (   ) (   )

4 40%로 40,000원, 60%로 32,000원 40%로 77,000원, 60%로 2,000원 (   ) (   )

5 50%로 40,000원, 50%로 32,000원 50%로 77,000원, 50%로 2,000원 (   ) (   )

6 60%로 40,000원, 40%로 32,000원 60%로 77,000원, 40%로 2,000원 (   ) (   )

7 70%로 40,000원, 30%로 32,000원 70%로 77,000원, 30%로 2,000원 (   ) (   )

8 80%로 40,000원, 20%로 32,000원 80%로 77,000원, 20%로 2,000원 (   ) (   )

9 90%로 40,000원, 10%로 32,000원 90%로 77,000원, 10%로 2,000원 (   ) (   )

10 100%로 40,000원, 0%로 32,000원 100%로 77,000원, 0%로 2,000원 (   ) (   )

  4-2. 귀하께서 다음의 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때, 묘사된 행동을 할 가능성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우 가능성 낮다’부터 ‘매우 가능성 높다’까지 제시된 척도에 따라 표 우측 숫자 위에 ‘✔’ 표기

매우 
가능성 
낮다

다소 
가능성 
낮다

약간 
가능성 
낮다

확실하지 
않다

약간 
가능성 
높다

다소 
가능성 
높다

매우 
가능성 
높다

① ⑦② ③ ④ ⑤ ⑥

 

1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 권위 있는 인물의 의견에 반대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친구들의 취향과 나의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안정된 직장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직업을 선택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삼십대 중반에 새로운 직업으로 전향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회의시간에 모두가 말하기 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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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응답자가 선호하는 경영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창업팀의 

CEO이고, 앞서 기술하신 지인들이 포함된 5 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진 벤처기업을 경영해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벤처기업 경영을 하시겠습니까?

   ☞ 아래의 표에 제시된 두 가지 대안 중 본인이 선호하는 대안을 먼저 정하고, 해당 안을 사용할 가능

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시된 척도에 따라 표 가운데의 숫자 위에 ‘✔’ 표시

   ☞ ‘실제로 앞서 기술하신 팀원들과 창업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함

               

1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1안을 택할 
가능성이 
다소 있다

확실하지
않다

2안을 택할 
가능성이 
다소 있다

2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 척도(이곳에 응답하는 것 아님. 응답은 아래의 표에 있는 숫자 위에 표시)   

※ 이번 질문은 본 연구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래의 지시문이 다소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중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안: 경영방식 1 척도 2안: 경영방식 2

직면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사전에 팀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
리·확정하여 명시하고, 정해진 역할 정
의에 따라 직면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팀원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이때 
꼭 정해진 서식에 구애 받지 
않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공인된 업무추진근거(내규, 회의록, 문
서화된 사업 계획 및 일정)를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며, 이때,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업무 성과 평가에 있어서 개괄적인 
기준만 마련하여 성과 달성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사후에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업무 성과 평가에 관해 자세하고 구체
적 기준(구체적 평가지표, 기여도, 업
무량, 근무시간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고, 그에 근거하여 성과를 평가
한다.

문서화와 보존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신 상호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구성원
의 역할과 업무를 꼼꼼하게 문서화한 
후 보존한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팀원 간 의사소통을 
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사전에 업무 절차, 업무 방식 등 규칙
을 정하고 팀원들이 이를 숙지한 상태
에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제 마지막 장에 있는 간단한 질문들에만 응답해주시면 설문조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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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ory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under's

Social Relation Preference and Choice

of Control and Coordination Mechanism

Kang, Joongoo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to manifest the link between intra-firm social

relation among start-ups and the founders’ control and coordination

mechanism. Most of the extant literature on control and coordination

mechanism had mid-sized or above firms as their subject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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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as the economic influence of start-ups burgeon every day,

there has been a call that the scope of such research be extended to

start-ups as well. In addition, the former studies neglected to

consider intra-firm social relations as a direct precedent of control

and coordination mechanism, despite the fact that informal social

network has long been a critical subject in Organizational theory. In

short, the formal studies are limited in that they failed to consider

the start-up contingency and social relations as valid factors in

development of control & coordination mechanism.

Upon such needs, this study will first explain what the unique

aspects of start-up settings are, and then further demonstrate how

due to such uniqueness, formation of control & coordination

mechanism at a start-up is affected by intra-firm social relation.

Unlike the established firms, organization-in-creations lack public

settlement in control mechanism—both formal and informal—, as well

as definition of characteristic and degree in task-interdependence. Due

to such uniqueness of start-up setting, social relation receives more

spotlight as a precedent of control and coordination mechanism than

other factors suggested in established firms.

Based upon the former literature on strong ties and relational

dimension of social capital, it is hypothesized that a founder’s social

relation preference will either negatively or positively affect a

start-up’s control & coordination method when starting a firm. As

this study newly suggested the direct link between social rel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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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nd coordination mechanism, it suggests its way as an

exploratory research with two competing hypotheses. Moreover, the

study also explores and manif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risk

taking propensity of a CEO.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I conducted a survey at which I

collected data from undergraduate students of KNPU and SNU’s.

Secondly, in-dept interviews are operated in order to corroborate the

results. From the 3 interviews, real life start-up experiences and

anecdotes were shared to be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more you prefer social relation, the less

you become fond of formal control and coordination. Also, it was

found that as the CEO’s social-risk taking propensity gets stronger,

the negative effect of social relation preference on formal control and

coordination mechanism became larger.

keywords : start-up, control and coordination mechanism, social 
relation, social relation preference, social-risk taking 
propensity

Student Number : 2015-2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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