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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지수 

  국내외 여러기관들이 관련 기업가정신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근거해 기업가정신 지수 혹은 

순위를 발표하고 있음

국내 해외

한국은행(제조사업체   증가율, 실질설비투자증감율, GDP
성장률, 민간 R&D연구개발비 증가율), 대한상의(사업체수
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민간연구개발비증가율), 삼성경
제연구소(수출증가율, 투자증가율, 사업체수증가율)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GEDI, OECD, 
World Bank 등

※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는 주로 GEM, GEDI 자료에 기초하고 있음

❏ 해외기관의 기업가정신 지수

 기관   특징   기업가정신 지수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 London Business   School and Babson 
College를 중심으로 1999년 10개국으로 출발
하여 최근 100여개 국가까지 범위를 넓힘

- 성인인구조사(APS: Adult Population Survey)
와 국가전문가조사(NES: National Export 
Survey)로 구분

- APS : 개인의 창업활동, 열망, 태도 
초기 창업활동비율

- NES : 기업가 활동에 관한 9가지 상
황, 창업활동의 일반적인 여건, 문화
적, 사회적 여건 등을 이용 설문조사

Global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GEDI)

GEM의 서베이 자료에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사한  
세계경쟁력지수(GCI) 의 제도 변수를 접목하여 
각국의 기업가정신을 열망(aspiration), 능력
(ability), 태도(attitude)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2012년부터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I :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를 추정, 발표
하고 있음

  

1 글로벌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지수



글로벌 창업역량 지수 조사 및 해외 글로벌 창업지원정책 성공사례 ● 11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의 기업가정신 지수

- GEM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다음의 3가지 기업가 정신 지표를 제시

기업가적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 

열망(entrepreneurial aspirations), 

태도(entrepreneurial attitudes) 

     ① 초기기업가 활동 비율(TEA :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 국가별 TEA는 18~64세 인구에서 초기 기업가 혹은 신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가의 비율을 

의미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투자 확대에 따라 자본시장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소득 증가와 더불어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마련

• TEA는 이를 반영하여 국가의 1인당 GDP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

- TEA 비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선진국들이 새로운 기술

을 주도하고 다수의 혁신적 제품을 내놓고 있어, 기업가 활동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함

- GEM 데이터는 이러한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가 활동을 기회포착형 기업가 활동과 생계형

기업가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음

     ② 기회포착형 기업가 활동 (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

• 초기기업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ㄱ) 일자리에 대한 다른 선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기회를 발견하여 창업을 하고, 

       ㄴ) 창업으로 이끈 사업기회가 그들의 소득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무관하거나 혹은 임금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비율

 기관   특징   기업가정신 지수

OECD-Eurostat
Entrepreneurship
Indicators
Program(EIP)

- 2006년 OECD, OECD 12개 국가, World 
Bank, Eurostat이 공동으로 Entrepreneurship 
Indicators Steering Group(EISG)이라는 조직
을 구성

- 기업구조지표: 기업수, 종업원수, 매
출증가액, 수출액

- 기업성과지표: 창업율, 폐업율, 생존
율, 고성장기업과 가젤기업의 고용, 
매출

- 기업가정신 결정요인: 창업결정요
인, 고성장기업 결정요인, 고용창출 
및 파괴기업의 출생 및 사망, 기업중
단 비율 및 생산성 증가율

World Bank
Ease of Doing
Business Rank

- 2001년부터 Doing Business Project를 통해 
183개 경제권과 도시들의 기업관련 규제와 행
정조치에 관한 지표 제공

- 기업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개선시킴으로써 개
별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및 국가의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을 제고하기 위함

- 사업의 라이프사이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부규제사항들을 측정

- 창업, 건설허가관리, 종업원고용, 재
산등록, 신용대출 취득, 투자자 보
호, 납세, 외국과의 거래, 계약의 집
행,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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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이 발견되지만, 선진국에서도 기존 인프라를 이용한 다양한 신규 

사업기회가 존재함을 의미

•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존의 제품 혹은 공정에 접목해 혁신적 제품 출시와 경제의 고부가가치화

에 기여함

   ③ 생계형 기업가 활동(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

• 다른 일자리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없어 창업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

• 소득이 증가하면서 점차 낮아지는 경향

구분  기업가정신 지수

기업가적
활동(9)

∙ Established Business Ownership Rate
∙ 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 Relative Prevalence

∙ Informal Investors Rate
∙ Nascent Entrepreneurship Rate
∙ Necessity-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 Relative Prevalence

∙ New Business Ownership Rate
∙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TEA)
∙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for Male Working Age Population
∙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for Female Working Age Population

기업가적
열망(3)

∙ Growth Expectation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 New Product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 International   Orientation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기업가적
태도(8)

∙ Entrepreneurial   Intention
∙ Entrepreneurship as   Desirable Career Choice
∙ Fear of Failure Rate
∙ High Status   Successful Entrepreneurship
∙ Know Startup   Entrepreneur Rate
∙ Media Attention for   Entrepreneurship
∙ Perceived   Capabilities
∙ Perceived   Opportunities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GEI: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지수가 OECD 34개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22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130개국 기준으로는 28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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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I 항목별 한국의 평가 결과 및 순위 변화(2012~2015년)>



14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우리나라 GEM의 항목별 평가 결과(2008~2013년)>

단위 : %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창업비중과 1인당 실질소득간의 부(-)의 상관성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계형 창업이 많아지면 경제발전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

로 생계형보다는 기회추구형 창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GEI: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지수는 전년대비 한계단 상승하여 27위를 기록했다. GEI 상위권 국가는 주로 미국

과 유럽이며 아시아 국가 중 대만(6위)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11위로 한국

(27위)과 일본(29위)에 앞섰다. 최근 벤처붐이 일고 있는 중국은 60위를 차지GEI 상위 10위권 

국가는 주로 미국과 유럽이며 아시아 국가 중 대만(6위)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올랐다. 싱가포르

는 11위로 한국(27위)과 일본(29위)에 앞섰다GEI 상위 10위권 국가는 주로 미국과 유럽이며 

아시아 국가 중 대만(6위)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11위로 한국(27위)과 일본

(29위)에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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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Rank of All Countries with Confidence Interval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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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나이 스물에 사장이 못 되면 대장부가 아니라는 중국

출처 : 중앙일보(2016.07.20)

□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좋은 직장 취직을 꿈꾸는 반면, 중국에서는 너도나도 창업하여 ‘라오반(사장)’이 되려함

- 남이 장군이 ‘남아 스물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훗날 그 누가 대장부라 일컬으리오’라고 읊은 것을 요즘 

중국 청년들은 ‘나이 스물에 사장이 되지 못하면 그 누가 대장부라 부를까’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창업 열기가 

뜨거움

□ 샤오미 체중계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윈마이’의 창업주 1990년생 ‘왕양’

- 중학시절 게임에 빠져 20만 회원의 게임 커뮤니티를 운영했지만 학교로부터 자퇴 권고

- 부모의 설득으로 대학생이 된 후로는 PC용 소프트웨어 상점을 차리기도

- 24세에 3번째 창업. 아이템은 집집마다 있는 체중계 선택

· 중국 최초로 중국인이 무게를 잴 때 익숙한 근(1근=500g)을 기준단위로 채택

· 스마트폰 앱과 연동, 신체질량지수(BMI)와 골격량, 신체 나이 등 8가지 데이터가 앱에 표시되며 식단 조절과 

운동법까지 알려줌

· 작년 중국 벤처업계로부터 4000만 위안을 투자 받음

□ 지난해 봄, 리커창 총리가 양회에서 혁신과 함께하는 창업이 중국의 성장동력임을 강조하면서 대륙에 창업의 열기에 

불을 지핌

- 이후 2015년 중국의 신설법인은 443만9000개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이는 5년전 94만 개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하루 평균 1만2000개 이상의 창업이 발생

□ 중국을 창업의 나라로 만드는 힘은 크게 세가지임

 ① 정부의 든든한 지원

- 창업을 잘할 수 있게끔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省)마다 혁신 산업단지 구축

- 중국 정부는 이곳에 창업과 관련한 기금 마련, 해외 진출 지원, 혁신거리 조성, 창업 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1. 인재에 대한 투자

- 2011년부터 우수 유학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천인(千人)’�계획을 마련. 대상자로 선정시 창업 초기 자본금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이르는 모든 비용을 지원. 천인계획은 중국을 떠났던 인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도록 

만드는 물질적, 정신적 지원책

 2.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자가 마음놓고 투자하게 하는 것

- 투자가의 창업 투자에 대한 실패를 정부가 보상하는 프로그램

- 상해 시정부는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최대 600만위안의 보상금을 

돌려줌

□ 정부의 노력에 더하여 민간 영역에 의한 창업 지원도 한창임

- 알리바바나 바이두, 텐센트 같은 민간기업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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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창업 청년들은 대다수 취업에 실패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룸. 고유의 기업가 

정신이나 벤처 정신과는 거리가 있으며,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없음. 창업의 실패에 너그럽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문제 이지만, 실패 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벤처정신이 배양되기는 

힘들어 보임. 

  사회 안전망과 더불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기업가정신 지수 연구의 목적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기업가정신 지수를 개발하고 비교함으로써 국내 창업 환경을 종합적으

로 진단하고, 이로부터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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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신 분석을 위한 결정요인 연구 

❏ 5종 기업가정신 지수의 지수체계와 방법론 차이 

- 기업가 요인, 환경요인, 성과 변수, 기업가 프로세스, 정성적 설문조사, 정량적 데이터, 종합지

수 및 국가 순위 산출 모두 들어가 있는 지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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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신 지수 주요 선행연구

- 주요 5가지의 기업가정신 지수를 살펴보면, 개념모형과 평가항목에 따라 유사성과 차별성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각국의 지수값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함 

❏ 기업가정신 지수의 체계

- 창업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창업 성과가 나타난다는 기본적 인식 아래 창업자 요인, 

환경요인, 성과변수를 모두 포함해야함 

- 창업에서 성장과 폐업에 이르는 기업 생애의 전주기를 다루고 이를 몇 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책 시사점 도출의 토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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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균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의 구독 가능성과 객관성을 

모두 확보함. 

- 국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종합, 부문별, 지표별 순위가 도출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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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기업가정신 지수 패턴에 따른 세 가지 유형 분류 

○ 비즈니스 친화형

- 상대적으로 성장과 실패/재도전 단계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고, 창업환경에서는 규제, 시장, 

금융환경 부문이 높았으며, 창업 성과는 매우 낮았음

-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강조점이 특별히 창업에 놓여 

있지는 않으며, 기존 기업에 더 맞는 사업 환경 제공 

○ 창업국가형

- 창업 준비와 창업 단계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고, 창업 환경에서는 지식 인프라, 능력개발/교육, 

문화 측면이 높게 나타나며, 창업 성과도 높음  

-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에 좋은 환경을 유지하면서 창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지녀

서 창업 활동이 활발한 국가

○ 침체형/후발추격형

- 성장 단계별 지수와 구성요소별 지수에서 모두 낮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창업 성과는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남

-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자영업과 같은 생계형 창업가가 많은 것으로 해석되

며, 선진국이지만 경기 침체를 겪거나 창업 측면에서 활력을 잃은 국가와 아시아, 동유럽, 남유

럽의 후발추격 국가들이 포함 

❏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의 분석과 진단 

○ 종합 지수와 부문별 지수 결과

- 한국의 종합 지수 순위는 26개국 중 16위, 기업 성장단계나 창업 환경 요소별로 합산한 부문별 

지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성과 부문은 10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창업 성과 : 창업의 질

- 총 창업활동은 많지만 생계형 창업이 많고 기술창업이 적으며, 과거 1년간 휴폐업 경험자의 

비중도 높음 

- 한국의 창업은 어려운 고용 상황을 반영한 생계형 자영업 중심이며 휴폐업이 많다는 것은 이들

의 상황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창업가 : 인식과 역량 부족

- 창업가 부문에서는 창업 준비 단계가 가장 취약했고, 예비 창업가들은 기회와 역량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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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창업에 필요한 자원 조직 능력도 낮게 나타남

○ 규제-시장-금융 : 창업기업보다 대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 창업 준비 및 창업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표가 조금 더 많고, 성장 및 실패/재도전 

단계에서는 양호한 지표가 더 많았음

- 이는 우리나라의 사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창업기업보다는 기존기업에 더 우호적으로 정비되어 

있음을 시사

○ 지식-능력개발/교육-문화 : 취약한 지식 기반과 교육과 문화

- 창업의 토대가 되는 지식 인프라가 취약하고, 특히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국제 수준의 기술 

역량이 부족

- 대학에서의 창업 교육이 부족하고, 기업가에 대한 이미지도 부정적

- 지재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창업 실패로 인한 자산 손실의 타격이 크며, 부패수준

도 높음 

■ 글로벌 창업역량 지수를 통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 조사

❏ 새로운 기업가정신 개발의 필요성

○ 기업가정신의 대표적 발현 사례가 창업이긴 하나, 기업가정신은 연구･창작 등 다방면에서 발현

되는 것으로 창조경제의 핵심 정신임

- 기업가정신은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성장에 기여

- 기업가정신은 취업, 소득증대 등 개인적 발전에도 기여

- 해외 주요국은 기업가정신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간주, 이의 함양을 적극 추진

○ 창업건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어서 창업의 근간･저변이 되는 기업가 정신 함양

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

창업활동 및 창업건수에 치중한 정책추진은 단기적 성과창출에 머무는 한계를 보임

○ 삼성전자 없는 대한민국의 해답은 기업가정신･기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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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키아가 쓰러진 후 핀란드 경제도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였으나, 핀란드는 부활, 

그 배경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위주로만 한국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이의 

해결을 위한 기업가정신 확산이 필요

○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기존의 ‘Start-up Pull’ 전략에서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Entrepreneurship Push’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 이를 정확히 파악･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

업가정신 지수 개발이 필요

<새로운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의 필요성>

❏ 국내외 주요 기업가정신 지수들의 문제점

<주요 기업가정신 지수 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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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기업가정신 지수들은 기업가적 프로세스와 사회적 환경을 균형 있게 혹은 완전히 반영하

지 못함

- 세계은행 창업환경지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업가정신 환경 특히는 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

고 있어서 개인차원의 기업가적 활동에 대한 영향요인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

- 언스트앤영의 G20 기업가정신 바로미터의 경우도 창업이나 기업 활동 자체보다는 창업 인프라

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음

- 다른 기업가정신 지수들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는 프로세스 차원의 설문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창업 프로세스 전반을 균형 있게 다루지는 못함- 기업가적 프로세스(process)와 사회

적 환경(context)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함

- 예를 들어,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 연구의 경우 프로세스 차원과 환경 차원의 시각이 모두 

반영 되어 있으나 총 초기기업가적 활동 지수만을 강조하여 기업 성장 단계 이후의 기업가적 

활동 및 환경 요인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 기업가정신의 성과 차원과 결정요인 차원의 변수들 모두를 반영하지 못함

-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지수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가적 활동의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결정요인에 대한 조사 항목도 포함되어야 함

- 특히 결정요인에 대한 항목에 있어서 기업가의 인식, 능력, 역량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규제, 시장조건, 금융, 문화, 교육과 같은 기업가를 둘러싼 환경 요인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

- 세계은행의 창업환경지수나 언스트앤영의 G20 기업가정신 바로미터의 경우 창업 활동의 성과 

차원의 변수가 누락, OECD의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조사에서는 개인 차원의 기업가적 역량

에 관한 항목이 부족

○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내 기업가정신, 대학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같은 새로운 기업

가정신의 형태나 경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가 기업이나 창업의 범위를 벗어나서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대

- 국가 차원의 기업가정신 역량은 개인이나 기업을 넘어 사회나 지역 차원의 기업가정신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 기존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기업가적 프로세스와 사회적 환경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침

※ 기업가적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기업가 개인의 창업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환경은 이러한 

개인 창업의 제도･인프라의 뒷받침으로 해석

- 따라서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기업가적 노력이 반영된 지수개발을 위해

서는 기업가정신의 프로세스 차원과 생태계 구성 요소 차원의 결합 지표(combined index)의 

개발이 필요

○ 국가별 기업가정신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드러내는 현상적 차원의 분석에는 적합하나 기업가정

신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는 다소 미약함

- 지수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측정 항목이 이미 가시화된 기업가적 활동의 성과 변수나 거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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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변수들이기 때문에 정책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제한적임

- 창업 활동이나 기업가정신 증진만을 위한 요인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나 사회 인식개선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공유하는 변수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실제

적인 어려움이 예상

- 기존의 기업가정신 지수 구성을 위한 개념모형들은 기업가정신 정책 수립을 위한 각 기능별 

요소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구체성을 띠고 있지 못함

❏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개념 모델 및 지수체계

○ 기업가정신 개념 재정의

- (Where)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 도전정신

- (Who) 자신이 주도적으로 → 리더십

- (When) 기회를 포착･도전하며 → 도전정신

- (How) 혁신활동을 통해 → 혁신성

- (Why) 개인적･사회적 편익을 위해 → 가치지향

- (What) 새로운 가치를 창조 → 창조성

○ 기업가정신 정의에 기초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개면 모델

- 기업가적 프로세스(Process)와 사회적 환경(Context)을 균형있게 반영

- 기업가적 프로세스는 ‘교육 → 개인 및 조직차원의 인식 → 실천(창조활동) → 실패 및 재도전’의 

과정을 따름

- 사회적 환경은 기업가정신 문화 및 관련 인프라, 창업환경으로 구성

- 기업가정신은 결국 실천적 역량이며 그 대표적 발현이 창업이므로 이를 둘러싼 창업환경을 

고려

- 보다 근본적인 기업가정신 측정을 위해 개인 및 조직차원의 인성적 특성, 행동적 특성, 가치 

및 신념을 중점적으로 비교

- 개인 및 조직차원의 도전 정신, 창조성/혁신성, 리더십(자기 주도성), 가치지향 중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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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요인을 대표하는 대리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

❏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구성 요소(지표)

○ 교육

- 연령대별 생애 전주기적 교육 체계 확립을 위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평생교육을 

구성요소로 선정

- 초중등 교육에서는 창의성 교육, 시장경제원리 교육 등 기업가정신 교육경험, 기업가정신 정규

교과 편성 여부 등을 주요 지표로 사용

- 기업가정신은 날 때부터 타고나는 소질･재능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함양되는 것으로 기업가정

신교육 경험이 중요

- 고등 교육에서는 대학에서의 창업실무 교육 경험,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강좌 개설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사용

- 직업교육/평생교육 에서는 기업 실무교육을 위주로, 특히는 ‘직원 훈련에 대한 지출 비중’ 등을 

주요 지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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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교육 요인의 구성 요소>

○ 개인 및 조직차원의 인식

- 개인 및 조직 인식의 구성요소

<기업/조직 인식 요인의 구성 요소>

○ 창업환경 구성요소

- OECD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육, 지식 인프라, 문화, 규제, 시장조건, 금융

환경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OECD에서 제시하는 6가지 요인 중 규제, 시장조건, 금융환경은 창업 혹은 기업활동과 직접적

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이를 창업 환경 요소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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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환경 요인의 구성 요소>

○ 실패 및 재도전의 구성요소

- 실패경험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재도전이 중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실패를 보는 인식

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실패/재도전의 구성요소를 인식과 경험으로 구분

<실패/재도전 요인의 구성 요소>

○ 기업가정신 문화

- 도전정신이 사회전반에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창업 및 기업가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와 같은 문화가 기업가정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

- 이러한 문화는 개인차원, 사회차원, 정부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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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문화 요인의 구성 요소>

○ 기업가정신 인프라의 구성 요소

<기업가정신 인프라 요인의 구성 요소>

❏ 기존 기업가정신 지수와의 차별성

○ 프로세스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균형있게 반영

- ‘기업가정신교육 → 개인 및 조직차원의 인식 → 실천(창조활동) → 실패 및 재도전’의 과정

(Process)에 따라 지수 구성

○ 창업뿐 아니라 연구, 창작 등 다른 창조활동 또한 포함

- 기존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창업만을 주요한 성과로 보고 있음

○ 창업 및 창조활동의 근간이 되는 ‘도전정신･창조성/혁신성･리더십･가치지향’을 핵심 정신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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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가정신 지수와의 차별성>

❏ 시사점

○ 기업가정신은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하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원동력이 됨

○ 기존의 창업 지수는 창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가정신 지수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창업의 

저변이 되는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지수가 필요함.

- 도전정신, 창조성/혁신성, 리더쉽, 가치지향을 기업가정신의 핵심 정신으로 규정

○ 창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성장을 도모한다면 근간이 되는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전략이 선행되

어야 할 것임



글로벌 창업역량 지수 조사 및 해외 글로벌 창업지원정책 성공사례 ● 31

  동 지표는 MILKEN INSTITUTE(www.oppotunityindex.org)가 어떠한 요인이 외국인 직접투자

를 끌어들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가를 조사한 자료이다. 

  세계 136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적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 비즈니스 수행 환경

(Ease of Doing Business), 투자규정의 투명성(Quality of Regulations), 법률 운영시스템(Rule 

of Law) 등 4개 카테고리를 6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한 것이다.

  Economic Fundamentals의 주요 평가항목은 거시지표, 무역 및 투자 개방성, SOC 등이며, Ease 

of Doing Business의 주요 평가항목은 창업 소요 기간, 계약 이행 기간, 테러범죄 방지 비용 등이다.

Quality of Regulations)의 주요 평가항목은 부패, 투명성, 자본제한 범위 등이며, Rule of Law의 

주요 평가항목은 법 인프라, 소유권 및 투자자 권리보호 등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각각 세계 136개 국가 중에서 투자유치 매력도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싱가포

르는 4개 카테고리 중 Ease Of Busineee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3개 카테고리는 모두 2위를 

차지하였다.

  홍콩은 Economic Fundamentals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으나 Quality of Regulations에서는8위

에 그쳤다. 한편, 핀란드는 Qualty of Regulations 카테고리에서, 그리고 뉴질랜드는 Rule of law 

카테고리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투자유치 매력도 종합에서 3위와 4위에 자리매김하였다.

이외에 상위 10개 국가에는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유럽 4개국과 캐나다 그리고 말레이

시아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136개 국가 중 28위를 기록하였다. 카테고리 별로는 Ease of Doing Business에서 

8위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Economic Fundamentals에서도 18위에 랭크되어 

투자유치 매력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Quality of Regulations에서는 52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세계 136개국 투자유치 매력도 지표(2015)

Composite 

Score
  Economic

Fundamentals

Ease of

Doing Business

Quality of

Regulations
Rule of Law

순위 점수 국가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1 8.70 싱가포르 2 7.64 1 8.78 2 9.20 2 9.20

2 8.47 홍콩 1 7.86 2 8.52 8 8.30 2 9.20

3 7.88 핀란드 39 6.09 4 8.31 1 9.30 15 7.80

4 7.81 뉴질랜드 63 4.95 5 8.21 6 8.50 1 9.60

2 해외 투자유치 매력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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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Score
  Economic

Fundamentals

Ease of

Doing Business

Quality of

Regulations
Rule of Law

5 7.79 스웨덴 10 6.77 15 7.68 5 8.60 10 8.10

6 7.73 캐나다 35 6.14 7 8.00 11 8.00 5 8.80

7 7.64 영국 15 6.54 21 7.52 14 7.60 4 8.90

7 7.64 노르웨이 46 5.64 10 7.84 3 8.80 9 8.30

9 7.61 아일랜드 18 6.50 8 7.94 20 7.20 5 8.80

10 7.57 말레이시아 3 7.32 15 7.68 20 7.20 10 8.10

11 7.50 네덜란드 6 7.04 10 7.84 7 8.40 28 6.70

12 7.47 에스토니아 3 7.32 19 7.57 9 8.20 24 6.80

13 7.41 룩셈브르그 5 7.18 30 7.26 3 8.80 30 6.40

14 7.31 아이슬랜드 23 6.41 3 8.42 34 6.70 17 7.70

15 7.27 호주 14 6.59 15 7.68 18 7.30 18 7.50

16 7.26 덴마크 25 6.36 42 6.68 12 7.90 10 8.10

17 7.23 일본 9 6.82 36 7.10 31 6.90 10 8.10

18 7.14 독일 34 6.18 12 7.78 14 7.60 21 7.00

18 7.14 미국 21 6.45 26 7.42 42 6.30 7 8.40

20 7.12 칠레 12 6.68 42 6.68 13 7.80 20 7.30

21 7.11 스위스 12 6.68 30 7.26 10 8.10 30 6.40

22 7.08 오스트리아 8 6.91 21 7.52 23 7.10 24 6.80

23 7.06 벨기에 30 6.23 36 7.10 23 7.10 15 7.80

24 6.94 이스라엘 23 6.41 68 5.94 29 7.00 7 8.40

25 6.79 카타르 21 6.45 26 7.42 23 7.10 36 6.20

25 6.79 오만 50 5.54 14 7.73 16 7.50 30 6.40

27 6.76 키프러스 35 6.14 53 6.42 29 7.00 18 7.50

28 6.66 한국 18 6.50 8 7.94 52 6.00 36 6.20

29 6.54 라트비아 30 6.23 21 7.52 38 6.50 40 5.90

29 6.54 아랍에미레이트 51 5.50 29 7.36 17 7.40 40 5.90

31 6.52 모리터스 54 5.27 18 7.63 40 6.40 24 6.80

32 6.51 프랑스 30 6.23 47 6.52 32 6.80 29 6.50

33 6.46 바레인 26 6.32 45 6.63 18 7.30 49 5.60

34 6.43 포르투갈 35 6.14 12 7.78 42 6.30 53 5.50

35 6.42 남아공화국 57 5.23 63 6.05 42 6.30 10 8.10

36 6.41 사우디아라비아 52 5.45 41 6.79 40 6.40 21 7.00

37 6.31 리투아니아 30 6.23 5 8.21 60 5.70 64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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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Score
  Economic

Fundamentals

Ease of

Doing Business

Quality of

Regulations
Rule of Law

38 6.20 우루과이 69 4.77 21 7.52 20 7.20 59 5.30

39 6.14 슬로바니아 18 6.50 30 7.26 69 5.40 57 5.40

40 6.06 스페인 15 6.54 61 6.10 49 6.10 53 5.50

41 6.03 몰타 44 5.82 92 5.21 23 7.10 38 6.00

41 6.03 보스와나 98 3.50 45 6.63 23 7.10 23 6.90

41 6.03 체코공화국 7 7.00 47 6.52 66 5.60 69 5.00

44 6.02 태국 35 6.14 60 6.15 58 5.80 38 6.00

45 6.00 몬테네그로 63 4.95 40 6.84 42 6.30 40 5.90

46 5.98 헝가리 10 6.77 35 7.15 60 5.70 88 4.30

46 5.98 카자흐스탄 47 5.59 21 7.52 83 5.10 47 5.70

48 5.97 쿠웨이트 15 6.54 47 6.52 73 5.30 53 5.50

49 5.95 파나마 41 6.00 58 6.21 23 7.10 86 4.50

50 5.94 아르메니아 73 4.68 19 7.57 49 6.10 57 5.40

51 5.92 폴란드 42 5.95 38 6.94 86 5.00 44 5.80

52 5.85 중국 28 6.32 75 5.79 42 6.30 69 5.00

53 5.81 조지아 69 4.77 30 7.26 57 5.90 59 5.30

54 5.80 터키 67 4.82 75 5.79 32 6.80 44 5.80

55 5.59 르완다 111 3.00 50 6.47 37 6.60 33 6.30

56 5.58 마케도니아 54 5.27 30 7.26 91 4.80 69 5.00

57 5.57 남비아 82 4.36 88 5.31 42 6.30 33 6.30

58 5.54 아제르바이잔 82 4.36 26 7.42 95 4.70 47 5.70

59 5.49 콜롬비아 47 5.59 80 5.58 73 5.30 53 5.50

61 5.46 이태리 26 6.32 73 5.84 86 5.00 77 4.70

62 5.45 잠비아 109 3.09 58 6.21 34 6.70 44 5.80

63 5.43 루마니아 52 5.45 50 6.47 91 4.80 69 5.00

64 5.42 페루 57 5.23 86 5.37 58 5.80 59 5.30

65 5.40 요르단 69 4.77 78 5.73 38 6.50 80 4.60

66 5.38 불가리아 39 6.09 63 6.05 79 5.20 93 4.20

67 5.37 스리랑카 80 4.41 56 6.26 79 5.20 49 5.60

68 5.35 튜니지아 85 4.32 61 6.10 69 5.40 49 5.60

69 5.34 멕시코 54 5.27 71 5.89 67 5.50 77 4.70

70 5.32 모로코 79 4.50 54 6.36 60 5.70 77 4.70

71 5.31 알바니아 77 4.55 55 6.31 73 5.30 64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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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Score
  Economic

Fundamentals

Ease of

Doing Business

Quality of

Regulations
Rule of Law

72 5.25 브루네이 62 5.04 56 6.26 91 4.80 74 4.90

73 5.22 코스타리카 63 4.95 68 5.94 52 6.00 98 4.00

73 5.22 그리스 44 5.82 63 6.05 95 4.70 88 4.30

73 5.22 트리니다드토바고 75 4.59 98 4.89 67 5.50 40 5.90

76 5.21 슬로바키아 47 5.59 63 6.05 83 5.10 94 4.10

77 5.16 가나 115 2.82 81 5.52 52 6.00 33 6.30

78 5.13 몽골 92 3.86 38 6.94 89 4.90 75 4.80

79 5.11 인도네시아 67 4.82 116 4.31 42 6.30 69 5.00

80 5.03 몰도바 77 4.55 42 6.68 106 4.30 80 4.60

81 5.01 러시아 29 6.27 50 6.47 106 4.30 119 3.00

82 4.96 바바도스 80 4.41 84 5.42 52 6.00 98 4.00

83 4.90 인도 89 4.00 118 4.21 99 4.60 24 6.80

84 4.81 세첼레스 75 4.59 94 5.15 101 4.40 64 5.10

85 4.80 브라질 59 5.18 102 4.73 79 5.20 94 4.10

86 4.79 베트남 60 5.14 92 5.21 86 5.00 102 3.80

87 4.75 필리핀 61 5.09 108 4.52 60 5.70 104 3.70

88 4.65 우크라이나 43 5.86 73 5.84 129 3.20 104 3.70

89 4.64 보스나아 82 4.36 67 6.00 99 4.60 106 3.60

89 4.64 자마이카 94 3.82 81 5.52 101 4.40 75 4.80

91 4.58 볼리비아 85 4.32 95 5.00 52 6.00 119 3.00

92 4.57 세비아 73 4.68 71 5.89 121 3.40 88 4.30

93 4.56 에콰도르 87 4.27 115 4.37 34 6.70 124 2.90

94 4.54 파라과이 92 3.86 79 5.68 83 5.10 108 3.50

95 4.43 과테말라 94 3.82 99 4.79 49 6.10 119 3.00

96 4.38 아르헨티나 72 4.73 75 5.79 111 4.10 124 2.90

97 4.37 파키스탄 106 3.18 114 4.42 95 4.70 62 5.20

98 4.33 구아나 111 3.00 118 4.21 60 5.70 87 4.40

99 4.32 엘살바도르 90 3.95 84 5.42 69 5.40 130 2.50

99 4.32 니카라쿠아 105 3.23 86 5.37 60 5.70 119 3.00

99 4.32 우간다 104 3.27 123 4.10 73 5.30 80 4.60

102 4.30 말라위 124 2.45 127 3.95 79 5.20 49 5.60

103 4.25 케냐 107 3.14 131 3.47 73 5.30 64 5.10

104 4.24 레소토 110 3.05 118 4.21 69 5.40 88 4.30



글로벌 창업역량 지수 조사 및 해외 글로벌 창업지원정책 성공사례 ● 35

<자료원 : MILKEN INSTITUTE>

Composite 

Score
  Economic

Fundamentals

Ease of

Doing Business

Quality of

Regulations
Rule of Law

105 4.22 키지공화국 99 3.45 81 5.52 125 3.30 80 4.60

106 4.17 레바논 63 4.95 68 5.94 135 2.50 114 3.30

107 4.15 탄자니아 121 2.59 108 4.52 106 4.30 62 5.20

108 4.13 시에라 레온 129 2.23 99 4.79 101 4.40 64 5.10

108 4.13 세네갈 118 2.68 108 4.52 73 5.30 98 4.00

110 4.10 이집트 91 3.91 95 5.00 89 4.90 129 2.60

111 4.09 도미니카 97 3.55 88 5.31 101 4.40 116 3.10

112 3.96 캄보디아 103 3.32 118 4.21 113 4.00 88 4.30

112 3.96 온두라스 99 3.45 111 4.47 91 4.80 116 3.10

112 3.96 스와질랜드 115 2.82 106 4.63 106 4.30 94 4.10

115 3.89 가봉 101 3.41 111 4.47 106 4.30 110 3.40

116 3.87 나이제리아 121 2.59 118 4.21 111 4.10 80 4.60

117 3.84 모잠비크 114 2.86 116 4.31 101 4.40 102 3.80

118 3.82 카테다보르 111 3.00 99 4.79 95 4.70 126 2.80

119 3.79 이란 107 3.14 88 5.31 125 3.30 110 3.40

120 3.77 방글라데쉬 117 2.77 130 3.89 115 3.80 80 4.60

121 3.75 라이베리아 126 2.36 102 4.73 115 3.80 94 4.10

122 3.67 알제리아 96 3.73 102 4.73 131 2.90 114 3.30

123 3.50 부탄 120 2.64 97 4.94 132 2.80 106 3.60

124 3.43 네팔 129 2.23 125 4.00 120 3.50 98 4.00

125 3.39 마다가스카르 131 2.18 111 4.47 121 3.40 108 3.50

125 3.39 라오스 118 2.68 107 4.58 114 3.90 131 2.40

127 3.30 카메룬 124 2.45 127 3.95 121 3.40 110 3.40

128 3.24 이디오피아 134 2.00 91 5.26 134 2.70 119 3.00

128 3.24 말리 128 2.32 127 3.95 119 3.60 116 3.10

130 3.11 베네주엘라 88 4.14 125 4.00 130 3.10 135 1.20

131 3.09 에멘 131 2.18 105 4.68 125 3.30 133 2.20

132 3.08 베닌 126 2.36 131 3.47 115 3.80 128 2.70

133 3.00 하이티 102 3.36 133 3.42 115 3.80 134 1.40

134 2.95 앙골라 121 2.59 135 3.00 121 3.40 126 2.80

135 2.89 브룬디 133 2.09 134 3.26 132 2.80 110 3.40

136 2.88 기아나 135 1.86 124 4.05 125 3.30 132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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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창업지원 정책

❏ 미국이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은 

1953년으로 일찍이 창업문화의 토양이 발달했으며,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도가 높은 

가운데 창업활동이 활발한 편

❏ 1953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동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이하 SBA)이 

만들어지고, 중소기업청은 이후 창업정책을 포괄하는 연방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

하게됨

❏ 1990년 이후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효과가 다각적으로 검증되면서 정책적 지원

의 중요성 확인하였으며,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제반 정책이 

폭넓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 맥락에서 창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강구

❏ 다양한 주체가 단계별로 벤처기업의 창출과 육성에 참여하여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중심

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산물이 기술이전기관(TLO : Technical Licensing Office)을 통해 

창업자나 기업가 등의 민간에게 이전되는 제도적 장치 구축

❏ 연방정부에 의해 정비된 법제도적 기본 틀을 바탕으로, 공공 기관과 민간 부문의 각 주체가 

유기적 역할 체계를 형성

○ 주로 국방과 의료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에서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

○ 대학의 연구 성과를 해당 대학에 귀속시킬 수 있는 바이돌법(1980년), 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프로그램 (1958년~),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 1982년) 등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법 제도적 환경의 정비에도 주력

○ 창업지원은 주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 대학, 민간 부문 간의 유기적 협력

에 바탕을 두고 있음 기술개발 수행기업의 고용창출 동향 분석

■ 미국

3 해외 글로벌 창업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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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접 투자자금까지 제공하는 중소기업청(SBA)을 중심으로 정책전반의 방향을 조절

대학
창업 전 단계에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기능이나 전문지식의 개발을 담당하고 스핀오프를 탄생
시킴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경영과 사회적 공헌을 도모

민간부문
융자나 출자 등의 역할을 맡아, 창업 전에서 창업 후의 초기 성장단계에 걸친 자금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미국 SBA의 창업⦁벤처 지원 프로그램>

구분 내용

SBIC

- SBA와 민간투자회사가 공동 설립한 벤처투자펀드(SBIC)를 통해 지원됨. 펀드는 민간부문이 
소유·관리하며, SBA는 인가 및 규제 담당

 ※ SBIC로 지정되면 자체 민간자본의 최대 3배(통상 2배)까지 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본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

 ※ SBIC가 발행하는 사채는 10년 만기이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면제됨 
- 2013년 말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은 SBIC는 292개, 펀드 규모는 총 198억 달러 규모로 

운영(SBA 95억 달러, 민간 103억 달러)

Early-stage
SBIC Initiative

- Start-up America Initiative의 일환으로 창업초기단계 투자 강화를 위해 새롭게 추진 중
  ※ 2008년 이후 창업(seed) 단계에 대한 투자가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액의 6% 이하이며, 

투자의 약 70%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뉴욕 등 3개 주에 집중되었다는 문제의식 
하에 추진

  ※ 2012년 5월 첫 제안서 접수 이후 33개 지원자 가운데 6개 펀드에 대해 라이선스 부여 
- SBA는 2012년부터 총 5년 간 10억 달러의 레저리지 공급예정

출처 : www.sba.gov 및 NIPA(2013) /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_미래창조과학부(2014)

❏ 국가혁신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창업정신’을 부각시키고, 창업활동 촉진 및 창업에 대한 투자 

증진을 지원할 개별부처 수준이 아닌 연방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민관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초 오바마 정부가 Start-up America Initiative(스타트업 아메

리카) 제안

❏ Start-up America Initiative 4대 전략과제

1. 창업가에 대한 자금 접근성 

확대(Expanding Access to 

Capital for Entrepreneurs) 

- SBA는 창업자들에 대한 자금접근성 향상을 위해 임팩트투자펀드(Impact 
Investing Fund)와 초기혁신펀드(Early-Stage Innovation Fund)를 조성

- 민간투자부문에 대한 매칭방식으로 향후 5년 간 각각 10억 달러 씩을 투자
- 기존에 운영되던 SBIC의 운영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 및 고성장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펀드의 투자를 적극 유인
- SBA를 주축으로 정부의 투자자금 투입 외에도 타 연방부처들이 창업가들의 

자금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에 투자하여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자본소득세를 

100% 영구감면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
- 신생시장세액공제(New Market Tax Credit)을 통해 저소득 지역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세액공제 규칙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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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Star-up America Initiative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구체

적인 프로그램이 기획되었고 민간부문에서의 과제는 크게 5가지로 정부의 시책과 더불어 미국

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과제로 구성

<민간부분 5대 추진과제>

2. 창업가-멘토 연결

(Connecting Mentors and 

Entrepreneurs)

- SBA와 에너지부(DOE)는 청정기술 창업기업에 대해 멘토와 연결을 주선
- 보훈처(Department of Veterans Affair)는 군퇴역자들의 창업활동을 돕기 위해 

두 개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3. 기업가를 위한 정부 역할 정립

(Making Government Work for 

Entrepreneurs)

- 창업가들로부터 온라인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
인 창구 개설

- Research Triangle Park, 오스틴, 보스톤, 실리콘밸리 등과 같은 지역에 정부 
관료들이 방문하여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보건의료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해 연방정부, 창업가, 인큐베이터 
등의 회의체인 “DC-to-VC 협의회(DC-to-VC Summit)”를 확대

4. 혁신의 촉진

(Accelerating Innovation) 

- 상무부 경제개발청(Commerce Department’s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은 클린 경제 구축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술사업화·
벤처창업·고용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한 ‘i6 Green’프로그램을 출범

1. 장기적인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성(Growing Entrepreneurial 

Ecosystems for the Long Run)

- 혁신적인 고성장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협의체로서 The 스타트업 America 
Partnership을 조직

- 이들의 역할은 크게 세가지로 교육, 사업화, 엑셀러레이션(acceleration)으로 
구성

- The 스타트업 America Partnership의 활동은 카우프만재단(Kauffman 
Foundation)과 케이스재단(Case Foundation) 초기자금공급을 통해 시작

2. 차세대 기업가 양성(Inspiring the 

Next Generation of 

Entrepreneurs) 

- 저소득 지역의 소외된 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NFTE(The Network for Teaching Entrepreneurship)는 어린 창업가들과 그들
의 선생님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 블랙스톤 재단(Blackstone Foundation), 모트재단(Mott Foundation), 미 상공
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등이 이와 같이 차세대 기업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3. 멘토-창업가 연결

(Connecting Mentors and 

Entrepreneurs)

- 멘토와 창업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TechStars는 15개의 지역조직을 
통해 5,000여명의 기존 창업가들과 투자자들이 향후 23년 간 6,000명의 유망
한 젊은 창업가들을 멘토로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계획

4. 대기업-창업기업 연결

(Connecting Corporations and 

Entrepreneurs)

- 대기업은 창업기업에게 자금 및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자사제품
을 제공

- 자금 및 멘토링 제공 : 인텔(Intel), IBM, HP
- 낮은 가격으로 자사제품 제공 :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s), 페덱스

(Fedex), 트라이넷(TriNet)

5. 혁신의 촉진(Accelerating 

Innovation)

-‘혁신의 촉진’ 분야와 관련 있는 민간부문의 실천과제는 대부분 지역혁신의 
촉진과 주요 혁신 주체로서 대학의 혁신능력 극대화에 초점

- JumpStart Inc. : JumpStart Americ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반 혁신과 
기업가정신 촉진을 위해 총 20억 달러 이상의 모금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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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 엔젤 투자자를 포함해 이미 성공을 거둔 기술창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창업 자금 지원 및 각종 

관련 교육, 정보, 조언을 제공

- 비교적 짧은 기간 (통상, 3~6개월)에 창업 관련의 각종 교육과 집중적 멘토링 실시

- 창업 전 투자자금(pre-seed) 제공 (지분 취득의 형태가 대부분)

- 단독 기업보다는 복수의 창업기업 집단(cohort batches)을 대상으로 동시에 투자 진행

- 짧은 기간에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창업자들

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연차별 신설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전문 엑셀러레이터 주도형 Y combinator, Plug and Play, TechStars, AngelPad, Hub Ventures, Excelerate Labs

대기업 주도형
Microsoft Startup Accelerator, Nike+ Accelerator, Google for Entrepreneur, New 
Accelerator Program(GE)

<연차별 신설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2005 Y-Combinator

2006 -

2007 Techstarts(Boulder)

2008 Launchbox, Dream IT, Alphalab

2009
Techstars(Boston), FbFund Rev, Boothplabs, Shotput Ventures, Capital Factory, Next 
start, Betaspring

2010
Techstars(Seattle), Startl, NYC Seedstart, Excelerate Labs, Tech Wildcatters, The 
Brandery, Boomstartup, 500 startups accelerator

2011
Techstarts(New York), ER Accelerator, Rockhealth, Healthbox, Greenstart, Blueprint 
Health

 

<출처 : 주요국 창업지원 정책 동향_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 미국전문대학협회 AACC(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 : 
초기 고기술 창업기업을 위한 Innovation Fund America를 조성하였으며, 이
를 지원받은 창업기업은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

- 전미대학발명가혁신연합회인 NCIIA(National Collegiate Inventors & 
Innovators Alliance) : 대학생 창업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규 기술 
벤처의 설립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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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 프로그램

- 민간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대기업과 예비창업자와 성장

에 박차를 가하려는 중소기업 사이의 공조 모델을 구축

- 창업자, VC, 엔젤 투자자, 성장하는 중소기업, 성공한 대기업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기업가 

생태계’의 구축과 원활한 가동을 도모

- 정부는 ‘기업가 생태계’에 대한 측면 지원의 차원에서, 정책 제언과 아울러 적절한 투자도 시행

- 프로그램 출범 이후, 참가하는 대기업수와 출연기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텔, IBM, 

HP, 페이스북 등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6억2,500만 달러 상당의 지원 방안을 제시 기술개발 

수행기업의 고용창출 동향 분석

1. EU의 창업지원 정책

❏ 1993년 유럽연합(EU)의 설립과 함께 권역 내에서의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기업 간 공동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

❏ 유럽정보센터(EIC, Euro Info. Center)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 사업 환경을 정비해 주는 등 기업 활동을 위한 여건을 개선

❏ 기업환경 관련 법·규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 2000년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유럽위원회(EC)의 기업총국(DG Enterprise)으로 독립됨에 따라 

보다 본격적인 중소기업정책이 시행

❏ 2009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for Europe)」을 제정함으로써 창업정책을 포함한 

EU의 장기적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틀을 설계하고 중소기업법의 이행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 

및 각 원칙에 해당하는 주요 이행사항을 제시하여 EU 권역 내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구축

<EU 중소기업법 주요 10대 원칙>

10대 원칙

1. 기업가들과 가족 기업들이 번영하고 기업가 정신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2. 재기의 기회 제공

3. ‘작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에 따른 법률 제정

4. 공공 행정기관들의 중소기업 요구 수용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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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U 중소기업법에 관한 연구_한국법제연구원(2011)>

❏ 직접지원자금 : 환경,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 EU가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

- 중소기업의 혁신성 강화를 위한 EC의 연구개발 기본계획(Framework Programme)은 중소기

업에 지원 예산의 15% 이상을 할당

❏ 간접적인 자금지원 : EU 권역 내의 창업자금 공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Europe 2020’ 전략의 중소기업지원 정책 틀 하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게 

되며, 기업의 성장 단계별 및 기업의 선호 금융 형태별(직접금융/간접금융)로 자금공급을 지속

하여 EU 권역내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함

2.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FP7(7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 전반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활용

❏ CIP(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me), ICT(ICT Policy Support 

Programme), 에너지(Intelligent Energy-Europe Programme) 세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

-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me는 총 2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 그리고 녹색산업을 포함한 혁신활동에 투자하기 위해 기획

- CIP Financial Instrument(2007~2013년까지 총 11.3억 유로의 예산확보)를 통해 EU 권역 

내에서 벤처캐피탈, 대출, 그리고 복합형 자금을 공급

10대 원칙

5.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는 공공정책의 조정

6. 금융접근 용이성 확보 및 적기 대금지금 환경의 조성

7. 단일시장에서 제공하는 기회에 따른 혜택증대

8. 기술개발과 혁신 촉진

9. 환경문제의 전환

10. 시장성장의 지원



42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CIP 프로그램 구성>

❏ COSME(Competitiveness & SME)

- ‘Europe 2020’ 체제 하에서 EU 권역의 창업과 관련된 자금공급 역할을 하는 것은 CIP의 중소

기업 지원 부문을 계승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예정이며, 23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

- CIP Financial Instruments :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은행이나 투자 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인 자금을 공급하고 CIP Financial Instruments는 유럽

위원회(EC)를 대신하여 European Investment Fund(EIF)를 운영

<EIF의 주요 금융프로그램>

1. 이스라엘의 창업지원 정책

❏ 이스라엘의 창업 지원은 산업통상노동부(MOITAL,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ur, 이하 MOITAL)와 산하 수석과학관실(OCS, Office of Chief Scientist, Ministry 

of Industry, 이하 OCS)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스라엘은 과학기술 관련 각 부처마다 수석과학관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각 연구개발 분야나 기술경영·경제 등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

❏ 현재 OCS는 100여명의 벤처 투자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연간 100억 달러의 연구개발비용

을 매년 500여개의 기업과 770여개 프로젝트에 기획·배분

GIF1(High Growth and Innovation Facility) 

프로그램

- 창업 전 단계(Seed), 창업(Start-up) 및 창업초기 단계(Early stage) 등 비교
적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담

SMEG(SME Guarantee Facility)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프로그램

GIF2(High Growth and Innovation Facility) 

프로그램
- 성장단계에 접어든 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

High Growth and Innovative SME 

Facility(GIF)

- 벤처 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공급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
- GIF는 벤처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에 간접 투자하

는 방식으로 운영

SME Guarantee Facility(SMEG) - 융자 등의 간접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 역할을 수행

■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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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3)>

<이스라엘 OCS의 지원 프로그램 추진체계>

❏ 국내 부분 : 기술 인프라 구축, 창업단계 기술개발(Pre-Seed, Seed), 원천기술개발(Pre- 

Competitive R&D), 상용화기술개발(Competitive R&D) 등 기업 성장 단계와 경쟁 특성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구분

❏ 국제 부문 : 이의 전담 조직인 MATIMOP(Israeli Industry Center for R&D)를 통해 총괄적으

로 운영되고 OCS에 의해 체결된 연구개발 분야의 국제적 양자 및 다자 협력 프로그램을 관리

❏ 정부차원의 보조금과 벤처캐피탈을 통해 유망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전략에 주력

❏ 글로벌 기업들의 이스라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 자금지원, 정부보증, 

조세감면, 면세기간 부여 등의 투자유치를 지원

❏ 기술혁신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석과학관제를 

1985년 도입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

❏ 미국, EU 등의 과학기술 선진국들과의 공동 기술개발 연구 협력을 체계하여 신기술의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

2.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MAGNET : 최신 유망 기술 개발하기 위해 산업과 학계,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데 

지원하는 프로그램

❏ NOFAR : 개발된 원천 기술을 산업계로 상용화 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주요 목표로 하며, 

바이오 및 나노기술이 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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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펀드 : 신제품 및 기술 개발, 사업 및 프로세스 개발 등 모든 이스라엘의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R&D 지원 프로그램

❏ 기술 인큐베이터 : 벤처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업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지원하

는 프로그램

❏ TNUFA : 창업 이전 단계(Pre-Seed)에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아이디

어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지원, IPR 보호, 시제품제작, 사업계획 작성지원, 외부네트워

크 연결, 투자자유치 등 비 연구개발부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HEZNEK : 신규 투자 및 신규 창업 기업 설립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 창업지원기금 프로그램

❏ MATIMOP(Israeli Industry Center for R&D) : 국제기술협력을전담하는 기관으로 수석과학

관실에 의해 체결된 R&D 분야 국제적 양자 및 다자협력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함

❏ BIRD(American-Israeli Foundation) : 1977년 미국 하이테크 기업과의 상호 호혜적 산업 

연구개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

❏ SIRD(Singapore-Israel R&D Foundation) : 1997년 싱가포르와 기술 및 상용화 R&D 협력

을 위해 설립되었고, 싱가포르의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와 이스라엘의 수석과

학관실에서 책임을 맡아 공동으로 운영

❏ CIRDF(Canada-Israel Industrial R&D Foundation) : 1994년 캐나다 기업과의 공동 기술 

R&D 협력을 위해 설립

❏ Eureka : 유럽 전역의 민간 기업들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장 주도형 R&D 공동 주제를 장려하

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1. 핀란드의 창업지원 정책

❏ ICT 산업구조 변화와 노키아의 몰락에 따라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

❏ 1994년이후부터 국가 정보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사회로서의 핀란드: 국가전

략”이라는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핀란드의 글로벌 경제로의 진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개

혁, 새로운 기술에 따른 변화 적응등을 정책목표로 내세움

❏ 1998년 이후에는 전자상거래의 본격적인 확산과 각 국가별 ICT 경쟁이 진행됨에 따라 1998년 

12월 정보화 추진 전담기구인 ‘국립연구개발기금(SITRA)’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정보화 정책

을 적극 추진

■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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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창업지원 체계는 정부부처가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보다는 산하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

- 교육문화부(OKM,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와 고용경제부(TEM, Ministry of 

Employment and the Economy), 교육문화부 산하기관인 핀란드학술원(AKA, Academy 

of Finland, 이하 AKA, 이하 TEKES), 고용경제부 산하기관인 핀란드기술혁신금융재단

(TEKES, the Finnish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의회 산하기관

인 핀란드혁신기금(SITRA, Finnish Innovation Fund, 이하 SITRA)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핀란드의 과학기술혁신을 이끌어 감

<정부부처 산하기관의 주요역할>

AKA
- 기초연구분야의 재정지원을 담당
- 교육문화부와 함께주로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

TEKES
- 산업분야와 연구기관의 프로젝트를 지원
- 혁신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지구기관의 프로젝트를 지원

SITRA - 벤처자본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실험적인 연구를 하는 회사를 지원

2.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TEKES·SITRA 등의 지원기관이 기획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대학·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참

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 YIC(Young Innovative Company) 프로그램

- 창업 후 6년 미만의 기업 중 R&D 투자 비중이 전체 매출의 15%이상인 소규모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

- 3단계에 걸쳐 자금 및 컨설팅 지원

<주요 지원 세부단계>

예비단계

(Invest in planning)

- 6개월 이내 최대 5만유로 지원(임금, 출장비 등 포함) 및 시장조사 및 경쟁업체 
분석 제공

1단계

(On the path to growth)

- 목표시장 진출 이후 최대 25만 유로 지원, 3년간 다른 공공 기금으로부텅의 지원이 
제한됨

2단계

(Accelerate your company’s 

growth)

- 시장경쟁력 확보 이후 회사 총 운영기간이 8년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 75만 유로 
지원

❏ 주요 지원 사례 및 실적

- Applifier Ltd.,Supercell Ltd. : 세계적인 규모의 게임 크로스 프로모션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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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Ltd.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업체로 삼성, 아우디, 아마존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성공

- Supercell Ltd. : 모바일 게임 업체로 하루에 백만 유로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게임회사로 

Hay Day, Clash of Clans 등의 모바일 게임으로 해외 유저 공략

1. 싱가포르의 창업지원 정책

❏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 되어 있고,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사이의 차별을 두지 

않는 싱가포르의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 전략은 경제개발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이하 EDB)를 통해 기획

❏ EDB는 싱가포르의 통상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이하 MTI) 산하에 

있는 준정부기구이지만,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의 협상과 재원의 활용에서 자율성을 

가져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달성

❏ 법인세가 17%, 소득세가 0~20%에 불과하여 법인설립요건 및 절차의 간소화

❏ 창업과 관련된 행정시스템은 MTI를 중심으로 하며, 대학과 관련한 창업정책은 교육부(MOE, 

Ministry of Education, 이하 MOE)가 담당하고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및 과학기술육성을 책임

지는 핵심적인 부처

❏ 과학기술연구청(ASTAR, Agency for S&T and Research, 이하 ASTAR)는 실질적인 과학기

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 연구개발전략이 정부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

❏ BMRC (Biomedical Research Council)와 SERC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 연구소와 6개 컨소시엄 및 센터로 구성

❏ 표준생산성혁신위원회(SPRING, Standard,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 이하 

SPRING)는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역량개발, 시장연계등을 지원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Economic Development 

Board와 같은 정부조직들이 특정 산업분야에서 창업초기기업 지원 업무들을 수행함.

2.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ETPL(Exploit Technologies Pte Led)

- ASTAR가 지원한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지식재산권의 유지·관리·마케팅에서부터, 추가기

술 개발과 라이센싱, 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전 범위를 담당

- ASTAT가 지원한 내외부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을 출원여부, 논문제출, 노하우, 

■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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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형태로 변형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수립

- Gap Funding을 지원

- COT(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프로젝트로서 기업체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기업체와 함께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연구를 진행

- Flagchip Project로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

- ISM(Investment and Spin off Management)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회사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성 평가과 사업계획 수립, 투자자 물색 및 투자 유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

❏ Spring Singapore(정부기관)

    - 창업초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 실천하는 주요 정부기관

❏ 금융지원

- SPRING Startup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SPRING SEEDS) : 현지 창업기업들

에게 제 3의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공동투자 진행 가능

- Business Angel Scheme(BAS) : 창업기업이 투자자들이나 엔젤투자자들에게 가능성을 보일 

경우 SPRING SEEDS Capital에서 최대 S$1.5mil.까지 단계적인 매칭 투자를 할 수 있음.

- Bio,edical Sciences Accelerator(BSA) : 창업기업이 투자자들이나 두 개의 BSA운영자들중 

한군데서의 투자관심을 불러일으킬만 하다면 SPRING SEEDS Capital은 최대 s$4mil.까지 

단계적인 매칭투자 가능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 Incubator Development Programme : IDP는 개인 벤처기업들에게 창업육성, 창업지도를 

위해 소요되는 운영 경비 중 최대 70%까지 현금으로 지원

❏ 연수지원

- Young Entrepreneurs Scheme for Schools(YES! School) : YES! School은 최대 10만불 

이내에서 기업가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금을 지원

- Young Entrepreneurs Scheme(YES!) : The YES! programme에서는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젊은 기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 또는 교육 휸련 서비스를 제공

❏ 세금 특혜

- Angel Investor Tax Deduction Scheme : 엔젤투자자는 유망창업기업에게 투자한 엔젤투자

자들에게 2년 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50%까지 세금감면 혜택 부여

1. 일본의 창업지원 정책

❏ 일본정책금융공고(JFC) 산하의 국민생활사업본부는 신규창업 융자를, 중소기업사업본부는 기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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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기업의 신규사업 전개를 지원하는 융자를 실시

- 정부의 자금 지원은 민간 부문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양적인 

보완보다는 신용보완이나 리스크 보완과 같은 소위 질적 보완으로 주안점을 전환

❏ 중소기업투자육성회사(SBIC) : 1989년 벤처에 대한 투자 움직임을 본격화하여 투자육성회사법

의 개정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 이후였으며, ‘설립신주 투자’라는 제도가 도입되

면서 투자금액이 증대

❏ 일부 지방 공공단체가 ‘창업자금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분사(分社)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

❏ 정부로부터 광역 자치체의 재단을 경유하여 민간의 VC에게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투

자기업은 VC가 발굴하되 투자여부의 결정은 자치체의 재단이 담당

<일본 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특징>

◇ 창업기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방향
- 특허의 유통이나 규제완화 등 간접적으로 창업환경의 정비에 집중하는 시책을 실시
- 최근에는 특허의 대학 귀속이 인정됨으로써 대학에 잠자던 특허의 민간 이용을 촉진
- 창업 컨설팅이나 인큐베이션 시설의 가동 등 창업초기의 문제해걀을 위한 시책이 충실한 편이고, 실제로 성공한 

창업가로부터의 조언을 듣는 기회나 기업 OB인재의 활용 및 중개제도 정비
- 창업자금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지원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2.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2014년 7월 문부과학성 : START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지원형 6개 과제 선정

프로젝트
연구기관

(사업 프로모터)
개요

암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예측
하는 바이오 마커를 이용한 병
리진단 기술

Kyoto대학
(Tsukuba Technology 

Seed(주))

장년의 대장암 이전 메커니즘 연구 과정에서 발견된 
고형 암환자에 대한 새로운 예측마커의 검출 세트개
발, 시판·보급

Cdkal1 리스크 알러지보유형 
당뇨병환자에 대한 치료약 및 
진단기술개발 

Kumamoto대학
(WaterveinPartners(주))

아시아형 2형 당뇨병 유전인자인 Cdkal1에 착안, 생리
기능에 기초한 표적형의 당뇨병 치료약을 개발

우주탄생의 전파관측기술을 응
용한 혁신적 기상예보장치 개
발

고에너지가속기연구기구
(Nomura Holdings(주))

우주관측용 전파망원경의 초고감도기술을 이용, 대기 
중의 수증기양을 초정밀 관측하는 신형 마이크로파 방
사계를 개발

탈분화 지방세포(DFAT) 제조와 
세포치료에 응용

Nihon대학
(360ip Japan(주))

탈분화 지방세포를 이용한 세포의약품의 임상시험과 
질환치료에 유용한 세포제제의 공급을 위한 벤처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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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부과학성 (2014)> 
http://www.mext.go.jp/a_menu/kagaku/chiiki/daigaku/1349950.htm
http://www.mext.go.jp/a_menu/kagaku/chiiki/daigaku/__icsFiles/afieldfile/2014/07/18/1349950_01_1.pdf

<일본정부에 의한 창업지원 관련의 주요 시책 사례>

프로젝트
연구기관

(사업 프로모터)
개요

식물병원 곰팡이를 억제하는 
미생물 농약 및 글로벌 라이선
스 구축

Yamagata대학
(DBJ Capital(주))

미생물농약제조기술을 활용, 식물병원성 사상균에 감
염된 종자의 소독제를 개발. 벤처기업을 설립, 글로벌 
라이센스 추진

전십자인대 재건수술에 쓰이는 
동물유래 무세포화 힘줄의 사
업화

Waseda대학
(WERU Investment(주))

조직무세포화기술, 강도유지 가능한 조직멸균기술로 
무세포화 힘줄을 개발하여 전십자인대 수술용 신의료
기기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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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중소기구) : 벤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 규모에서 창업자, 창업기

업, 중소기업, 투자자 등을 연결하는 ‘이벤트 & 매칭’ 프로그램을 시행 / 기술개발 수행기업의 

고용창출 동향 분석

- 새로운 판로 개척, 업무제휴,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신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중소기업종합전시회 및 벤처 박람회 :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상품이나 신 서비스 혹은 

신기술의 전시 및 소개

- 벤처플라자 펀드 : 벤처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사의 사업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사업자금을 조달

하는 기회를 제공

- 판로 내비게이터 지원 사업 :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가(판로 내비게이터)가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기술에 대한 평가, 판로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

❏ 광역 자치체 산하의 기업진흥회와 재단법인 전국중소기업거래진흥회와 연계하여 판로개척과 

사업 협력 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매칭 스테이션(BMS)을 제공

❏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기관성격 : 일본의 무역기관이었던 일본무역진흥회가 독립 행정법인으로 변경

○ 지원제도 : 일본기업의 해외전개 지원사업

○ 특징 : 70여개의 해외 사무소를 활용하여 일본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그 중 방콕, 하노니, 마닐라,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양곤 7개소에 신규 진출기업용 

인큐베이터시설(비즈니스 서포트)를 운영중

○ 지원 세부내용 

- 인프라 지원 : 현지법인 설립전까지의 임시오피스 역할담당, 현지 비즈니스의 환경정비를 위해 

공적기관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각종 인프라 지원

- 지적재산권 보호 :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 문제

에 대처

○ 주요 지원사례

- Nissin Refratech 주식회사(세라믹 제조판매업)

- Sanko금속 주식회사(비철금속 가종 및 특수 도전선 제조)

- 주식회사 Shimatec(오토메이션 기계메이커)

- Hodaka 전자 주식회사(전자계측기 및 pc관련 기기 제조)

- FISA 주식회사(정밀기계메이커)

- 주식회사 Mikuni(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 Pigeon 주식회사(유아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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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 중국의 창업지원 정책

❏ 대학생 창업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중국 국무원의 주요 정책

-  ‘대학생 창업 유도계획’은 2014-2017년 동안 80만 명의 대학생 창업을 목표로 6개 통합시책

을 제시

6개 통합시책

① 창업교육 보급 ② 창업훈련 강화

③ 사업자등록과 은행계좌 개설편의 제공 ④ 다양한 경로의 자금지원 제공

⑤ 창업 경영장소 지원 제공 ⑥ 창업 공공서비스 활성화

❏ 투자·창업관련 심사절차의 간소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권 확대, 자격관련 업무 효율

화 등 52개 행정심사사항 개혁 및 권한 이양

❏ 폐전자제품 회수처리 허가, 농기계 유지보수기술 합격증 발급 등 36개의 사업자등록 전 심사를 

등록 후 심사로 개정하여 창업의 편이 및 경영환경 개선

❏ 중국은 대학생 창업, 정부기관 창업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

- 국무원은 ‘2014년 대학생 창업·취업 촉진 6조의 신정책’ 발표(’14.4.30), ‘2014년 중국 일반

대학 졸업생 취업 창업 사업 활성화 관련 통지’ 발표(’14.5.13), 정부기관의 경영권을 기업에 

이양하여 창업·취업을 촉진하는 3개 개혁방안을 발표(’14.6.4)

❏ ‘창업 공간 발전을 통한 대중혁신창업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
业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

❏ 대중창업, 만인혁신 장려 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大众创业万众创新若干政策措施

的意见; 이하 ‘정책의견’)

<중국의 창업관련 정책 주요내용>

지도의견 정책의견

ㅇ 창업공간 발전을 통한 대중혁신창업 촉진에 관란 지도
의견
- 대중창업 공간 확대
- 창업 진입장벽 완화
- 과학·기술인, 대학생 창업 장려
- 혁신 창업 공공서비스 지

ㅇ 대중창업, 만인혁신 장려 정책 조치에 관한 의견
- 창업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
- 창업·혁신에 부합하는 금융 지원의 획기적 강화
- 창업·혁신 세제 혜택 신설 및 확대
- 창업 인력 유입 촉진 및 유인체계 강화
- 다양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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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시 대학생 창업 우대 정책

대학생 창업 우대 정책 유학생 귀국 후 창업 우대 정책

ㅇ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 등록 자본금 50만 
위안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분납을 허가 받아서 
최초에 납입 자본금의 10% 이상을 납입하고(출자금 3
만 위안 이상), 1년 이내에 실제로  납입 자본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는 3년 이내에 분납

ㅇ 대학 졸업 후 컨설팅, 컴퓨터 및 기술 서비스업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아 기업소득세를 
2년간 면제
- 또한 교통운수업, 우편통신업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 받고, 두 번째 해에는 
기업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한편, 대학 졸업 후 
새롭게 공공서비스, 상업, 물류업, 무역, 여행업, 창고
업, 주민서비스업, 식음료업, 교육문화사업, 위생사업 
등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1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

ㅇ 각 종 국유 또는 지방은행과 일정 수준을 구비한 신용금
고 등이 독자적으로 창업을 하는 대학 졸업생에게 소액
의 대출을 제공

ㅇ 창업정책 및 정부인사행정부문 소속 인재중개기관은 창
업을 하는 대학 졸업생의 인사당안(사회보험, 직무 및 
당안 임금 등의 수속 포함)을 2년간 무료로 진행

ㅇ 유학생 귀국 후 정착에 대한 정책
- 공무 또는 자비로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베이징시 또는 기타 지역의 호
구(户口)를 신청 가능

- 해외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귀국하여 베이징에 거주하는 것을 신청하여, 
관련 사항이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ㅇ 유학생 귀국 후 면세 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1인 1회)
- 면세 자동차 구매는 반드시 해외에서 졸업 후 귀국하

여 1년 이내
- 면세 자동차는 판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청자는 

반드시 면세 자동차 중개대리상을 통해 취득
- 유학생이 귀국하여 면세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 및 자동차 구매세(자동차 가격의 약 
11.7%) 등 자동차 가격의 약 15% 정도 면세 혜택

- 차량  종류에 따라 구매 소요 시간은 다른데 일반 차량
은 2-3개월이 소요되며 폭스바겐 등 인기 차종의 경우 
3-6개월

ㅇ 유학생 귀국 후 창업 우대 정책(지역마다 우대정책 다름)
- 해당 지역 고신기술구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세 혜택
- 일반 유학생이 베이징에 와서 창업을 할 경우 베이징

시는 최대 10만 위안까지 자금을 지원하는데 자세한 
정보는 ‘베이징해외유학생센터’ 사이트 참조

(자료 : 바이두)

❏ 2016년 상하이 창업 지원 정책

지도의견 정책의견

- 창업을 위한 재정자금을 유인
- 창업 투자자금 조달 시스템 완비
- 혁신 창업 행사 다양화
- 혁신형 창업 문화 분위기 조성

- 창업 · 혁신 관련 전문 분야의 발전 촉진

            

상하이 직능위원회 창업지원정책 상하이시 산하지역 창업지원 정책

ㅇ 상하이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소액담보대출 지원 범위
를 창업 후 3년 이내 회사까지 확대하였으며, 담보 대출 
금액은 최대 100만 위안이며, 그 중 10만 위안의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담보를 면제

ㅇ 상하이시공상행정관리국는 ‘창업 장려 및 취업 촉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여 대학생의 창업시 초기 납부 자
본금을 ‘0’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

ㅇ 푸동신취(浦东新区) 창업지원 정책; 고등학교 졸업 후 
푸동신취에서 창업을 하고 창업 업종이 ‘신취’ 산업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상하이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호
구에 관계없이 2년 치 사무실 임차비를 전액 지원

ㅇ 송쟝취(松江区) 창업지원 정책; 대학생과학기술창업기
금 1,000만 위안을 확보하여 대학생의 다양한 창업 항
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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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ww.shangbang360.com>

2.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 중국 내 지역별 차별화 정책 사례

- 푸젠성 : 3년 간 지방세를 전부 마이크로소기업에 반환

- 네이멍구 : 창업자 소액담보제도를 5만 위안 이상으로, 최대 대출규모를 30만 위안으로 인상

- 산시성 : 졸업 5년 이내 대학창업을 위해 10만 위안의 담보대출을 제공

- 지난시 : 마이크로소기업의 창업 보조금 1만 위안 지원

- 정저우시 : 마이크로소기업 창업기금을 설립하여 1,000만 위안의 유도자금을 투입

❏ 대중 창업 공간 : 중창공간(众创空间)

  국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창공간(衆創空間)’을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국민

의 창조성 발취 및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을 창출될 수 있도록 도모

<출처 :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업_곽배성(2015)>

<중창공간 개념도>

상하이 직능위원회 창업지원정책 상하이시 산하지역 창업지원 정책

-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 납입 자본금 50만 위안 
이하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도 2년 이내에 자본금
을 납부하면 초기 납부 자본금을 ‘0’으로 설정 가능

-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공상 부분에 등기를 하고 3년 이내에는 관리 및 
등기에 소요 되는 비용을 면제

ㅇ 공산당청년단 상하이시위원회는 ‘황포강지원프로젝
트’를 추진
- ‘상하이청년창업기금’을 설립하였으며, 각종 은행

과 협의하여 청년 창업자들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해 
주는 한편, ‘청년창업 소액대출 전용 창구’를 마련
하여 전문가들이 청년창업자들에게 전 방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

ㅇ 쉬후이취(徐汇区) 창업지원 정책; 35세 이하의 청년이 
소규모 사업을 하거나 개인 공상 기업을 하면서 쉬후이
취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회성으로 회사 설립을 위
한 보조금으로 15,000 위안을 지급하며, 장소 임차료로 
년간 2,000 위안 그리고 사회보험비의 50%를 보조

ㅇ 양푸취(杨浦区) 창업지원 정책; 대학생 창업에 대해 10
개 항목의 지원 정책을 시행- 무료 창업 교육, 인재 제공, 
거주증 처리 및 인사 대리 등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양푸취의 실업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사회보험비, 
교통비 및 점심 값 보조, 대학생이 창업한 기업이 양푸취
의 거주하며 직업 훈련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
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하여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경우 1회성으로 1인당 2,000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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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혁신 클러스터, 인큐베이터에 촹커쿵젠(创客空间), 창업카페 등의 새로운 인큐베이팅 

방식이 추가된 개념으로 온·오프라인 공간, 투자 시스템, 제도 등을 총망라한 창업 지원 

플랫폼

- 중창공간은 창업, 투자뿐만 아니라 ‘상장 및 대기업 성장’과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로 창업생태

계를 형성

- 대표적인 중창공간으로 베이징의 ‘중관촌’은 중국 전체 벤처 투자금의 1/3이 중관촌에 집중되

어 있고 2014년 ‘중관촌 창업 거리’가 조성되어 20여 개의 스타트업 지원사, 200여 개의 펀드 

프로젝트, 400여 개의 창업팀이 활동중

- 또한 중관촌은 대학, 연구소, 국가지정 실험실·연구센터 등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 혁신적인 기술 연구 인력풀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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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터넷진흥원

1.1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가. 사업개요

○ 학생, 일반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그들만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인터넷서비스 비즈니스 화 

하는데 지원하며, 또한 그들의 아이디어를 개발시켜 글로벌창업에 이르기까지의 체계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 우리나라 인터넷은 지난 10년간의 양적성장(이용률 77.2%, 산업규모 20조)과는 달리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은 미흡한 수준임.

○ 최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개방, 혁신 등의 전략을 통해 신규 인터넷 서비스 돌풍을 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인터넷 서비스 개발 및 비즈니스化 

지원과 웹 서비스 개발자 육성 등 인터넷 상생협력 기반조성 필요

<표 Ⅲ-6>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사업명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지원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대상 학생, 일반인, 기업

지원분야 인터넷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내용

○ 자금지원
신규인터넷서비스 창업자금 지원
6개월 간 개발운영비 지원
특허출원 및 스타트업을 위한 실무교육비 지원

○ 교육 및 연수지원
선정된 팀에게 비즈니스 전문가 멘토링 연계
해외진출 교육 및 현지정보 제공

○ 사업화지원
해외 현지 투자유치(IR)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소셜펀딩을 통한 개발기간동안의 투자유치 및 홍보기회 제공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1 국내 기관별 지원정책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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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전략

○ 현행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의 핵심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됨. 첫째는 신규 

인터넷서비스 비즈니스化 지원, 둘째는 인터넷 비즈니스 상생협력 기반 확산, 셋째는 구글의 

Korea Go Global1)과 연계한 글로벌 진출 지원임.

○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을 강화하는 것이 지원사업 추진의 목표임.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그림 Ⅲ-1> 글로벌 K-스타트업 추진전략

 

1)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이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시한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구글이 우리나라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개발비 지원과 멘토링 서비스를 비롯해 구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벤처 투자자와의 연결 기회 제공 등 여러 
지원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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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체계 및 역할

○ 상기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상생협의체, 교육추진단, 멘토단으로 구성된 K-스타트업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사업이 추진됨.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그림 Ⅲ-2> 글로벌 K-스타트업 추진체계

○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인터넷상생협의체

-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 및 인력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용역비, 임차료 등 사업운영비지원

•인터넷상생협의체: 강사 및 행정업무 등 인력지원

○ 구글(Google)

- 해외진출 지원(해외 현지투자유치(IR) 및 네트워킹 지원 등)

○ 자문위원회

-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 기본계획 검토 및 사업 추진 단계별 자문

○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 추진위원회

- 오픈API 활용 교육 등 강사 지원

- 웹 서비스 개발 멘토링 지원

 

라. 사업내용

○ 사업명: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 2012 (Global K-Startup Program 2012)

○ 사업목적: 신규 아이디어 발굴과 서비스화 지원을 통해 인터넷 비즈니스의 기초 생태계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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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분야: 비즈니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등

* HTML5, 크로스플랫폼, 글로벌 오픈 플랫폼 등 IT 기술발전에 따른 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 중 3개 이상 과제를 선정

* 교육과 게임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분야, SNS를 활용한 생산적 활용분야 등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신청자격 

- 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대학(원)생 등이 7인 이하 팀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함.

- 기업을 포함한 일반인은 누구나 7인 이하 팀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함.

○ 지원내용

- 선정된 30개 팀에 기술 및 비즈니스 전문가 멘토링 연계

→ 최근 실리콘 밸리의 유명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500스타트업(500 Startups)’, ‘Y컴비네이터’ 

출신의 기업가와 벤처 투자자를 초청해 국내 스타트업과 1주간 공동생활하며 집중 멘토링 실시

- 개발운영비 6개월간 매월 60만원 현금지원(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우수과제 15개팀을 선정 창업지원금 차등 지급(총 440백만원)

- 15개팀 중 5개팀 선정 해외진출 별도 지원(현지IR, 비즈니스 네트워킹, 현지 인프라 등 제공)

- 소셜펀딩을 통해 개발기간동안 투자유치 및 홍보기회 제공

- 특허출원 및 스타트업을 위한 실무 교육비 지급

2. 중소기업청

2.1 글로벌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 해외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현지 진출팀을 발굴하여 해외현지 창업연수와 창업보육 프로

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사업

<표 Ⅲ-7> 글로벌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글로벌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기관 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미만 기업

지원분야 온라인, 모바일 게임 등 IT, 제조, 콘텐츠 등 전 업종 

지원내용

○ 교육 및 연수지원
  - 해외현지에서 창업교육, 현장방문,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
○ 사업화지원
  - 현지진출팀의 현지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현지에서 보육 공간 입주, 멘토쉽 프로그램, 

네트워킹, 컨퍼런스 및 데모데이 등을 지원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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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체계

○ 창업넷, 중소기업청 등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한 후 사업신청을 원하는 팀은 창업넷 홈페

이지를 방문하여 직접 사업 신청 접수를 함.

○ 전담기관이 주축이 되어 신청팀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사업 

발표를 할 팀을 선정하게 됨. 또한 발표에 선정된 팀은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최종 현지 진출팀으로 선정되게 됨.

○ 선정된 최종 현지 진출팀은 전담기관과의 협약 체결 이후, 항공, 현지 숙박, 교통, 식사 등 현지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비자, 현지 법인설립, 법률정보, 문화 등 진출 시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게 됨.

○ 수행기관은 최종 현지 진출팀에게 현지 창업연수 및 창업보육을 진행하며, 진출팀은 전담기관에

게 중간 및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 최종적으로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게, 전담기관은 중소기업청에 최종 사업결과를 보고하며, 사

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현지 진출팀의 사업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함.

다. 사업내용

❏ 지원내용: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이하 글로벌 사업이라 하며,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연수’와 ‘창업 보육’으로 나뉘어져 있음.

○ 창업연수: 현지진출팀의 현지 사업화 준비를 위하여 해외현지에서 창업교육(이론, 실습, 전문가 

특강, 기타 교육), 현장방문,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창업보육: 현지진출팀의 현지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현지에서 보육 공간 입주, 멘토쉽 

프로그램, 네트워킹, 컨퍼런스 및 데모데이2)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미만 기업

❏ 신청분야: 온라인, 모바일 게임 등 IT, 제조, 콘텐츠 등 전 업종 

❏ 지원규모: 20억원, 35개 과제 내외

❏ 신청방법: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startbiz.changupnet.go.kr)접수 

3. 굿네이버스

3.1 적정기술 지원센터 운영사업

가. 사업개요

○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전 세계 29개국에서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구호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며, 2000년대 후반부터 굿네이버스가 주축이 되어 NGO단체들과 과학기술

2)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신이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언론사, 창업투자회사, IT기업, 스타트
업 창업가들에게 전시 형태로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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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통해 적정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 적정기술은 최첨단 기술 개발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람을 위한 가치에 더욱 무게가 실리면서 

최근 국제개발의 화두로 떠오름. 따라서 적정기술은 “저개발국의 저소득층을 위해 개발된 기술로 

빈곤상황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개발의 대안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적정기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굿네이버스는 각 나라별로 요구되는 기술을 보유한 

특정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현재 몽골, 네팔, 캄보디아, 말라위, 차드 등에서 적정기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표 Ⅲ-8> 적정기술의 정의

적정기술이란 빈곤층 사용자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그에 기반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한 기술을 
의미함. 빈곤층이 소외되기 쉬운 분야인 건축, 에너지, 수자원 식량, 교통,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국제개발에서 간과하기 쉬운 지역주민 역량 개발 및 지역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자료: 굿네이버스 적정기술센터

나. 사업내용  

○ 굿네이버스에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사업들로는 대표적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의 축열기, 말

라위 치오자 지역의 버섯재배기술, 네팔 꺼이랄리 지역의 흙건축 기술, 캄보디아 반띠민체이 

지역의 태양광 램프 및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지원사업, 타지키스탄 카마로브 지역의 양어장 

사업, 압축흙벽돌 사업, 그리고 소수력발전사업이 그 내용임. 구체적인 추진배경 및 현황은 아래

의 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표 Ⅲ-9> 적정기술사업 현황

대상국가 및 

지역

적정기술 또는 

제품
추진배경 및 현황

몽골
울란바토르

축열기
‘G-saver’

· 9월부터 시작되어 최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을 겪는 몽골 빈곤층을 대상
으로, 그들의 전통가옥인 게르에서 사용하는 난로 위에 부착하여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축열기 G-saver를 개발함.

· 대한민국 적정기술 제품 1호라고 불리는 G-saver는 연료 사용량을 40%이상 감소
시켜 빈곤가정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감소 뿐만 아니라 난방 시 발생하던 매연 
발생량을 줄이며 내부 평균온도를 5도~10도 상승시켜줌.

· 2012년 말 기준, 6천500여대가 보급되었고 추가로 2,000대가 보급될 예정
· 몽골 현지에 G-saver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굿쉐어링’을 설립해 현지 이주민의 

실업문제를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함.

말라위
치오자

버섯재배
기술

· 치오자 지역의 빈곤상황을 해결하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특용
작물인 버섯 재배사업을 시작하여, 단순히 소득증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이 
자립하여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의 버섯재배 전문가가 말라위를 방문하여 버섯 종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고, 버섯재배 농가도 늘어나는 추세임.

· 이 사업을 통해 치오자 지역개발사업장에 활기가 불어넣어 졌으며, 버섯재배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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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및 

지역

적정기술 또는 

제품
추진배경 및 현황

들의 가계 수입 또한 늘어남.
· 앞으로 4개 지역개발사업장에서 버섯재배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말라위에

서의 버섯재배사업을 소규모 적정기술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국가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종류의 버섯재배사업을 추진할 예정

네팔
꺼이랄리

흙건축 기술

· 이 지역 부모들은 일정한 일자리가 없어 남자들은 인도로 돈을 벌러 가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남아서 하루 종일 벽돌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우기 시즌에는 
바닥에 물이 차 집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음.

· 이들의 주거문제와, 아이들의 교육, 여자들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흙건축 
적정기술을 이용한 주거지 건설사업을 통해 현지인들이 직접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함.

캄보디아
반띠민체이

태양광램프 및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지원사업

· 캄보디아는 높은 일조량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을 전력으로 바꾸는 기술과 인프라
가 부족해 전기의 40%를 주변국인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전 국민
의 80%가 중앙 전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굿네이버스는 KOICA, GS칼텍스와 함께 ‘캄보디아 에너지 개발지원사업’을 전개하
고 있으며, 현재까지 반띠민체이 지역 250가정, 1,250여 명의 주민들에게 태양광 
램프를 배분했고 반띠민체이 북서쪽 바탐방 지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접목한 
사회적기업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

· 향후 적정에너지기술센터를 거점으로 주민 대상 태양광 에너지 교육 사업을 진행하
고, 현지 기술 전문가를 양성항 계획임

· 이와 더불어 태양광 램프,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SHS; Spl;ar Home System) 
생산 및 보급, 판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단순한 제품 보급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인력을 고용하고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A/S를 통해서 제품 활용의 지속성을 높이며, 발생 수익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해 캄보디아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타지키스탄
카마로브

1) 양어장 사업
2) 압축흙벽돌 

사업
3) 소수력

발전사업

· 카마로브 지역은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해발 2,000m에 위치한 고산지
대임.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어려워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산악지역에 겨울
철 내린 눈이 녹아 흐르는 계곡은 1급수를 유지하며 타지키스탄 내 최대수자원 
보유지역 중 한곳임. 본 프로젝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단위사업들은 모두 카마로브 
지역의 기후적 특성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성공의 필수조건이며 양어, 씨감
자, 과수묘목, 양봉, 건과일, 양계 등은 큰 일교차, 고산지대의 기후, 청정환경에서
만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렇듯 굿네이버스는 다양한 적정기술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함.

1) 송어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여러 종류의 생선 중에서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수요 또한 높음.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양식하는 곳이 많지 않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굿네이버스 타지키스탄 지부에서는 송어양식을 시도 및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기업의 양어사업팀과 협력하여 현지에 적합한 송어양식 방법 
및 사료 개발에 노력 하고 있음.
송어양식에는 적절한 물과 산소의 공급이 필요하고 보통은 이를 위해 기계 등이 
사용되나 타지키스탄의 상황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양식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낙차를 통해 물과 산소를 공급하며 향후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공급 등의 적정기술
을 사용하여 송어양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2) 타지키스탄은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만드는 물흙벽돌집은 약한 
지진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게 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창출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이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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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굿네이버스 적정기술센터 홈페이지

4. 창업진흥원

4.1 글로벌 앱 지원센터

가. 사업개요 및 목표

○ 모바일 1인 창조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앱 개발자와 우수 앱의 해외 

진출을 무상으로 지원 

나. 사업내용

❏ 지원규모: ‘12년 10억원

❏ 지원내용: 우수 모바일 1인 창조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 멘토링, 앱 번역, 홍보물 

제작, 해외 마케팅 등 지원

○ 앱글로벌화 전환 멘토링 

- 대상: 개발한 앱의 글로벌화가 필요한 3년 이내의 Start-up 기업 및 앱 개발자

- 내용: 국가 및 분야별 전문 멘토 그룹을 구성하고, 앱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국가별 정보 제공 

및 1:1 멘토링 지원

○ Global Target Marketing Program

- 대상: 글로벌 앱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을 원하는 1인 창조기업 및 5인 미만 기업

- 내용: 앱 전문 퍼블리셔와 국가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시 필요한 번역, 홍보물 제작, 

국가 맞춤형 멘토링, 해외마케팅을 지원

대상국가 및 

지역

적정기술 또는 

제품
추진배경 및 현황

‘압축흙벽돌 적정기술’을 적용하여 건축을 진행함.

3) 타지키스탄은 세계8대 수자원 보유국임. 타지키스탄의 전기 공급은 100% 수력발
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독립한 후 전기사정이 매우 어려워짐. 수도 두샨
베를 제외한 지역은 겨울철(10월~3월)까지 전기공급 제한지역으로 하루 2~4시간 
전기만 공급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결하고자 굿네이버스는 고산지대에 
위치한 카마로브 지역의 큰 계곡에서 흐르는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
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 있음. 



66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자료: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그림 Ⅲ-3> 글로벌 앱 지원센터 사업개요

○ Killer APP Axel. Program

-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 가능한 우수 앱을 보유한 3년 이내의 Start-up 기업

- 내용: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글로벌 모바일 광고회사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케

팅 지원, 실리콘밸리 참가자 선정을 위한 Competition 실시

다. 지원체계

○ 국가 및 앱 분야별 전문가 POOL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 맞춤 

멘토링과 지원금액을 제공. 전국의 앱 개발 지원기관과 연계해 보다 많은 앱 개발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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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의뢰
한국생산성본부

글로벌앱지원센터

전문가 심의
해당 앱의

지원여부 결정

지원분야 전문가
연결 및 지원

해외 앱마켓 진출

자료: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그림 Ⅲ-4> 글로벌 앱 지원센터 지원체계도

  

4.2 글로벌창업연수

가. 사업개요

○ 검증된 사업계획과 열정 있는 창업자들의 글로벌창업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외국 투자자들

과의 만남으로 글로벌창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나. 사업내용

○ 지원규모: ’12년 1.2억(1회)

○ 연수국가: 미국 또는 유럽

○ 지원내용: 글로벌 기업탐방, 해외 투자자와의 만남 등 

다. 사업절차

○ 해외연수신청 (캠프참여선발자) ⇒ 연수 후 워크샵(11월 중) ⇒ 결과보고(12월 중)

4.3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

가. 사업개요

○ 국내 연구 및 스페인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진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창업 기업가 정신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창업 연구와 교육 정보수집

나. 사업내용

○ 창업활동의 초기단계에서 국가별 차이를 조사

○ 창업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을 발견

○ 창업활동의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

다. 연구계획

○ GERA(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ssociation,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와 연

구협약을 맺은 후, 설문자료 분석 및 조사결과를 GERA에 제출함.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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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및 워크샵을 참여한 다음 스페인에 매년 열리는 총회에 참석함. 향후 GEM에서 

총회에서 언급되거나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연구에 들어간 후 마지막으로 최종보고서를 집필

하게 됨.

자료: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그림 Ⅲ-5> GEM 연구계획

5. 중소기업진흥공단

5.1 청년창업사관학교

가. 사업개요

○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하고자 함.

나. 추진체계

<창업사관학교 추진체계>

추진단계 추진내용

선발 입교 전 협약 체결

1단계
사업
준비

입교

창업공간, 창업교육(인성, 리더십, 전문성), 1대1 창업코칭, 
기술지원, 사업비지원, 단계별 평가(중간, 최종)

1차 평가
개발기획

2단계
개발
단계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2차 평가

3단계
졸업
준비

시험생산/마케팅 졸업 심사

졸업/연계지원 정책자금, 투자연계, 판로지원, 성장관리

자료: 중진공 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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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내용 

❏ 신청자격

○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의 사업자신고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은 2~4인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모두 예비창업자일 것 

○ 사업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신청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 사업규모 및 한도

○ ’13년 지원예산 : 254억원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사업비 지원 

     - 청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졸업평가 우수평가 청년창업자 중 별도심사를 거쳐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모집인원

○ 청년창업자 : 300명 내외 

     - 입소(개별사무공간), 준입소(공동사무공간)를 구분하여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 

     - 경기도 안산(입소형) 및 지방 3개 권역(입소 및 준입소)지원 

     - 지방 3개 권역: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 지원내용

○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One-Stop 

지원 

❏ 선정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심층심사

○ 3차 심층심사 후 입교심사위원회 개최(최종 선정 및 사업비 확정)

○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중 예비창업자 우선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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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1 K-Global Startup 공모전

가. 프로그램 목적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ICT 분야(SW, IoT, DB 등)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 촉진 및 창업 생태계 조성

○ (일반부문) 모바일 서비스 등 인터넷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등을 통해 인터넷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 

○ (IoT 신제품 개발 부문) IoT 신제품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등

에게 제품 개발에 필요한 DIY 개발 환경과 제작비 등 프로젝트팀 단위 신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유도

○ 프로그램 구성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통합공고 

< ① 일반부문 >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원분야 : 인터넷 기반의 신규 웹·앱 서비스, DB 및 SW 아이디어

○ 5대 분야 : 비즈니스, 교육,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보안

❏ 지원내용 

○ (개발공간 및 인프라) 개방형 협업공간 및 저비용으로 서비스 개발, 테스트 창업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인프라 지원 

○ (멘토링 및 교육) 창업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및 교육 지원

○ (해외진출) 글로벌기업 및 현지 스타트업 보육·육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해외 IR 및 해외 액샐러레이팅 프로그램(인턴십) 참가 지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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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개발 및 창업자금) 프로그램 지원 후 최종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시장 및 서비스 

개발 및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시상금)

<우수 스타트업 시상(안)>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네트워킹) 참여 스타트업 간 및 국내외 투자자·투자사, 엑셀러레이터 등과의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정보공유 및 후속지원 기회 제공

   

❏ 추진 절차 및 일정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현재 상용화 되지 않은 인터넷 기반의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개인(팀) 

및 스타트업 (7인 이하 구성)

❏ 제외대상

○ 동일한 아이디어로 최근 3년간 본원 및 타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 원을 받은 경우 단, 민간 지원사업의 경우는 참가 가능

○ 해당 아이디어를 상용화(서비스 론칭, 제품 출시 등)하여 서비스 중인 경우 

※ 상용화 및 출시된 서비스의 기능, 사업모델 등에 중대한 변화와 혁신,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 아이디어, 기술의 모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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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규모 및 선발방법

❏ 지원규모

○ 선발예정 : 50개 팀 이내

※ 보안 분야 7개 팀은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사업(KISA)을 통해 별도선발 

❏ 선발방법 : 2단계 평가(서류, 발표) 진행

○ 서류 심사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지원 팀(기업) 선발

❏ 평가·선정 절차 및 기준

○ 투자자, 창업·벤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창의성,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② IoT 신제품 개발 부문 >

가.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원분야 : IoT 기반 신제품 개발

❏ 지원내용

○ (개발지원) IoT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키트, 계측기, 협업공간 등 DIY 개발환경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재료비·운영비 지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멘토링) 시제품 개발·제작 단계의 전문가 기술 멘토링 제공

- IoT 관련 HW·SW, 플랫폼, 시제품 설계디자인·제작 등 분야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 

○ (홍보지원) IoT 관련 전시회 참가 및 동영상 제작 등 간접 홍보지원

- 우수 개발품에 대한 전시회* 참가 및 우수팀에 대하여 크라우드 펀딩(인디고고 등) 등 활용을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

  *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2016(10.12~14, 코엑스)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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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 1년 이내 창업 또는 사업화가 가능한 팀 (2인 이상 7인 이하)

개발비 지원 개발공간 지원 개발장비 지원

○ 재료비 지원 

- DIY 키트(아두이노 등) - PCB 보드, 공구 등 

○ 업무추진비 지원     

- 외부전문가 회의 등

○ 오픈랩, 협업 공간 등 

○ 활용 가능 시설  

- K-ICT 디바이스랩 (판교, 송도, 용인, 전주, 충북 등 )

○ 계측기(오실로스코프 등) 

○ 시제품제조장비(3D 프린터 등)

-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 창업이 가능한 팀 또는 기 창업한 팀의 경우, 1년이내 사업화 가능한 팀

※ 창업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사업화 : 제품 출시 여부 확인

※ 업력2년 이상의 기업일 경우, 법인자격으로 지원불가하며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지원

❏ 제외대상

○ 동일한 아이디어로 최근 3년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타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 이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 (단, 민간 지원사업의 경우는 

참가 가능)

○ 해당 아이디어를 상용화(서비스 런칭, 제품 출시 등)하여 서비스 중인 경우 

※ 상용화 및 출시된 서비스의 기능, 사업모델 등에 중대한 변화 와 혁신,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 아이디어, 기술의 모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다. 지원규모 및 선발방법

❏ 지원규모

○ 선발예정 : 20개 팀 이내 (팀별 최대 2천만원 이내)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선발방법 : 2단계 심사(서류, 인터뷰) 진행

○ 서류 평가 및 인터뷰를 통해 창의성, 구현가능성, 기술성, 사업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

❏ 평가·선정 절차 및 기준

○ 기술, 투자자, 창업·벤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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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가. 프로그램 목적

❏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파트너 십을 추진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공동 

발굴 및 육성하도록 지원

○ 해외기관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선진 창업 지원 기법을 국내로 이전

○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협의체 및 창업 지원 전문기관 등의 액셀러레이터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역량을 강화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구성요건 

  (1) 인력·조직

○ (과제 책임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운영 경험 보유자, 또는 ① 국내외 ICT분야 벤처기

업의 창업자 및 3년 이상 임원급으로 재직한 자, ② 투자, 멘토링 등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경력 보유자 

* 벤처기업 창업자로서 해외시장 진출, IPO, M&A 등의 경험 보유자우대

○ (참여 인력) 과제책임자 외 최소 2명 이상의 상근·전담 관리인력 보유

* 과제 참여자의 참여율은 관련 규정에 따름

○ (멘토) 현장·실무경험을 보유한 국내외 성공 창업인, 투자자, 기술, 경영분야 전문가 등

* 해외시장 진출 경험 또는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멘토를 중심으로 구성

  (2)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 단독 수행시) 민간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25% 이상, 10%이상 현금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기준 준용

<사업비 구성표(예시)>

자료: 미래과학창조부 홈페이지

  (3) 스타트업 선발 계획 : 10개 기업 내외 선발(8개 이상 필수)

○ ICT 및 SW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유망한 예비 창업자, 재도전 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선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중도 포기한 스타트업 발생 시 이를 제외하고 8개 이상 필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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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선발 시 유의사항 - 동일한 아이템 및 기술로 당해 연도에 본원 및 타정부기관, 공공 

기관, 지자체 등의 유사 지원사업 선정시 중복 수혜 불가(단, 민간지원사업의 경우는 가능) 

* 수행기관에서 1차적으로 자체 중복지원 여부를 검증해야 함

- 타인의 아이템이나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 시 선발 제외 

*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스타트업 및 수행기관에 있음

   - 해외법인일 경우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프로그램 : 90시간 이상으로 구성(국내외에서 3개월 이상 실시)

○ (해외협력) 투자·멘토링·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해외의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엔젤투

자자·벤처기업 창업자 등과 공동으로 참여기업선발 및 해외진출 지원 계획 수립

○ (멘토링) 선발기업의 특징, 요구사항,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네트워킹) 선발기업의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등을 위한 국내외 멘토, 투자자, 기업 관계자 등과

의 네트워킹 지원 계획 수립

○ (데모데이) 국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데모데이계획 수립(국내 

1회, 해외현지 1회 이상 실시)

* 본 사업에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는 연중 개최 예정인 ‘통합 데모데이’에 참여해야 함

○ (설명회 개최) 스타트업 선발 前 K-Global 300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발 일정 및 육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야 함

* 개최시기, 내용, 참석대상 등은 주최측과 협의하여 추진

○ (세미나 개최) 글로벌 진출사례, 글로벌 시장개척 등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 및 워크숍 계획 수립

(세미나 및 워크숍 각 1회 실시)

* 주제, 국내외 초청강사, 규모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제안, 실행시기, 내용, 참석 대상등은 

주최측과 협의하여 추진

○ (시설지원) 선발된 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 협업 공간, 강의실 등 시설 지원 계획 제시

* 관련 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창업보육센터 등과의 협력 방안 제시

○ (홍보지원) 국내외 매체, 해외 협력기관 등의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액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 (후속지원) 기 졸업 기업, 본 사업을 통해 선발한 기업 등 동문 기업 간 상호 협력, 후속 투자 

유치 지원 등을 위한 계획 수립

○ (기타사항) 동 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스타트업 선발, 지원 등 진행시 미래창

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 

  (5) 투자지원

○ (초기투자) 민간부담금과 별도로 선발 후 60일 이내 총 투자액 1.5억원 이상 모든 선발 스타트업

에 1천만원 이상(차등지급 가능) 투자 완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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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후속투자)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등을 활용한 후속 투자 지원계획 수립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수행기관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실시(필수)

○ 액셀러레이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수행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창업관련행사·교

육의 개최 및 참가계획 수립

* 수행기관은 의무적으로 분기 별 합동 워크숍 개최, 성과 및 현황 등을 공유 

* Tech Crunch, Web Summit, Asia Beat 등 행사 및 GAN, Up Global에서 실시하는 액셀러

레이터 교육 등에 참가

* 각 기관별로 신규 해외협력기관 발굴(2건), 글로벌 창업관련 행사 참가 개최(3건) 의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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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법인설립, 후속 투자유치, 사업계약·제휴, 신규채용, 매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주요 성과 지표 설정 및 달성방안 제시

* 제시된 목표의 이행여부는 결과평가 점수에 반영

○ K-Global 프로젝트 수혜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은 수행 과정중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 파악 

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시(정기·비정기) 자료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2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

* 매출액/건수, 종업원 수(연초/연말), 투자유치금액/건수,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자료 요청에 대한 접수/작성/제출을 담당할 사내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초기 투자, 멘토링, 투자유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국내법인*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대표 또는 설립자여야 함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기관 및 채무 불이행, 경영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 창업보육센터, VC, 투자조합,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는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주관기관으로 참

여 불가)

라.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지원내용

○ ’16년도 지원기관 및 예산 : 총 12개社, 36억

○ ’16년도 지원금 : 액셀러레이터당 3억

○ ’16년도 사업수행 기간 : 협약체결일 ∼ ’16년 12월 13일

* 상기 지원내용은 ’16년 SW전문창업기획사 운영 사업으로 지원되는 SW액셀러레이터 6개(18

억)를 포함한 것으로 전담기관(IITP)과 협약 후 확정

❏ 선정방법

○ 선정 절차 : 제출서류 및 지원 자격 등 적합성 검토 후, 서류 및 발표평가 2단계 전형 실시 

* 최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발생)될 경우 선정 취소 * 결과평가 시 “우수” 등급을 받은 수행기

관은 차 년도 계속 지원(최대 3년간 연속지원, 과거 동 사업 수행이력 포함 최대 4년 누적지원)

○ 선발 구분 - Track1 : ICT 및 ICT 융합 액셀러레이터 6개사 - Track2 : SW 및 SW융합 

액셀러레이터 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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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구성 : 투자자, 창업·벤처 지원기관 책임자, 유관기관, 산학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6.3 K-Global 선진글로벌 교육제공 (기업가정신 교육과 인턴십)

가. 프로그램 목적

❏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ㅇ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 벤처 기업가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여 국내 최고의 인적 인프라로 활용하고, 성공적 해외진출 사례 창출*

* 해외 ICT기업과 협업, 고객사 확보, 해외투자유치, 조인트 벤처 설립, M&A 등

❏ K-Global 인큐베이팅 인턴십

○ 글로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 서비스와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촉진

나. 프로그램 주요 내용

  ①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 개요

○ 글로벌 진출 의지가 높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가를 선발하여 

스탠포드大 디자인 사고 (Design Thinking) 과정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운영 

-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고 있는 창조‧혁신 방법론을 통해 자사 제품, 비즈니스 및 경영전략 

등을 재고 (Re-think → Re-design) 하고,

- 실리콘밸리 내 현지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촉진

❏ 국내 사전교육 및 현지과정 준비

○ (특강) 외부 연사를 초빙하여 기업가 정신과 비즈니스, 기술벤처의 성장 전략, 글로벌 진출 전략 

등의 주제로 특강 실시

○ (경험 공유) 선배기수(2기, ‘15년 수료생)의 현지 과정 경험, 과정 후 현업에 적용한 사례, 후속 

글로벌 진출 성과 등 Q&A 형태의 경험 공유

○ (현지과정 준비) 각 기업의 비즈니스 아이템, 경영 현황 등을 수록한 비즈니스 요약서(Executive 

Summary) 작성방법 가이드 및 60초 소개(Your Story) 동영상 클립 제작 내

❏ 미국 현지 스탠포드大 d.School「Design Thinking」과정(5일)

○ 스탠포드大 d.School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內 UC버클리 교수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

사진들이 변화·혁신 방법론을 활용 사용자 공감과 시장 요구를 반영한 문제 해결형 워크샵으로 

진행

- 국내 스타트업 , 벤처 기업가들이 자사의 아이템을 글로벌 수요에 부합하도록 재검토( re-design, 

re-engineering ) 하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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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미국 현지 멘토링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2일)

○ (멘토링) 참여기업의 특징, 요구사항,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클리닉 등 현지 멘토링 

지원

○ (파트너십 구축) 실리콘밸리 현지 글로벌기업, 액셀러레이터, 기업 등 방문(개별/집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지원

○ (협력 지원) 투자 ·구매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현지 기업인, 벤처 창업가,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을 초빙 후 참여기업 비즈니스 플랜을 발표하는 피칭 이벤트 개최

❏ 후속 지원

○ (국내 후속 네트워킹) 수료 기업 간 진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전체 기수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 리딩 그룹 결성

❏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참가자 선발 후 국내 사전교육, 현지과정(10일 내외), 후속 네트워킹 등 단계별 프로

그램 추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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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K-Global 인큐베이팅 인턴십

❏ 개요

○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터·투자사와 공동 개발한 1개월 내외 과정의 현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시장진출 단계 국내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지원

❏ 현지 프로그램 운영

○ 2016년도 인큐베이팅 인턴십 현지 프로그램 운영

* 2016년도의 경우 미국 인턴십으로 예정되어있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프로그램(안) 예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참가자 선발 후 국내 오리엔테이션, 현지과정(4주 내외) 등 단계별 프로그램 추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①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 신청자격

○ 영어로 기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ICT분야 초기 스타트업, 도전·성장기 벤처 및 재기 성공기업 

대표/임원진(내국인에 한함)

* 미 스탠포드大 d.School ‘Design Thinking’ 과정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과정 등 전 

과정 영어로 진행

○ 미국 현지 과정 기간(8월 3주부터 10일 간 예정) 동안 현지 체류가 가능한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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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제한

- 국가 출연/보조 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등 미납 기업 대표/임원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신청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② K-Global 인큐베이팅 인턴십

❏ 신청자격(제한 경쟁)

○ 글로벌 진출 가능한 제품·서비스 보유 스타트업으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기업/팀

- 2015년도 K-Global 300 선정 기업(최대 50% 배정) 

- 2016년도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참가 우수기업(2~3개 사) 

- 2016년도 K-Global Startup 공모전 참가 우수기업(2~3개 사) 

* 시제품 이상의 서비스나 제품을 보유한 스타트업

라. 지원규모 및 선정방법

  ①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 지원규모 및 참가비 안내

○ (선발인원) ICT 기반 우수 유망 스타트업, 중소·중견 벤처 및 재기 성공기업 대표/임원 등 내국

인 20명 내외

○ (지원범위) 프로그램 참가, 항공, 숙박, 체재 지원

- 단, 참가자 1인 당 400만원의 참가비 발생 * 선발된 참가자는 선발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에 참가비 400만원을 납입하여야 최종 선발 확정됨

❏ 선발 방법

○ 선발 절차

- 창업·벤처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선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최종 참가자 20명 내외 선발

○ 평가기준

- 후보 기업가의 영어이해 능력 (필수), 글로벌 진출 의지 , 향후 벤처 리더로서의 도전 목표·  

리더십 ·사명감 및 기업 ·제품의 성장 가능성 (잠재성), 글로벌 시장성 (진출 가능성), 기술 

경쟁력 등을 심층 평가하여 선발

  ② K-Global 인큐베이팅 인턴십

❏ 지원규모

○ (선발인원) 글로벌 진출 가능한 제품·서비스 보유 스타트업 10팀 내외

○ (지원범위) 프로그램 참가, 항공, 숙박 지원(체재비는 자부담)

❏ 선발 방법

○ 선발 절차

- 제한경쟁 자격요건 검증 후 창업·벤처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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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단계) 창업자가 정부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 ‘정보 습득 및 신청 → 선정 → 자금사

용 → 종료’의 4단계를 거침 

[수요자의 창업지원사업 활용 단계별 애로사항]

정보습득 및 신청 선정·운영 자금사용 사업종료 후

∘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 지원대상 기업
에 대한 성과 
및 이력 관리 
체계 미흡

∘ 시장 전문가 참여 
부족

∘ 멘토링, 교육 품질 
격차

∘ 정책 가시성 미흡
∘ 정보의 분산
∘ 신청 과정의 부담

정보 습득 및 신청 단계

  ① (정책 인지도 미흡) 다수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사업(예: K글로벌) 외에는 인지도가 미흡

- 최근 1~2년간 글로벌 창업지원정책이 급증하고, 유사한 명칭의 사업들도 많아 수요자의 정보 

부담 가중 

  ② (정보의 분산) 한 곳에서 정부의 모든 창업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미흡

- 창업자들은 뚜렷한 단일 창구 없이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 주변 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SNS 등의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

- 이에 따라 창업자의 정보 탐색비용이 커지는 등 문제점 발생

  ③ (신청과정상의 부담) 신청 → 선정‧협약 → 사업종료 등 단계별 제출서류 작성이 쉽지 않고 부처/

기관별로 양식도 상이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핵심 사항 외에 신청자가 파악하거나 작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 존재

- 신청서 작성양식도 주로 글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글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경우 애로 호소

* 문서작성 프로그램 시장점유율(‘15.8, IT동아) : Ms-word 80% : 글 20%

- 신청방법은 정보획득 창구와 신청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2 국내 지원정책 문제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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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운영 단계

○ (선발 평가의 비전문성) 실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VC) 등 시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평가위원 부족

○ (멘토링 및 교육의 질) 벤처캐피탈(VC), 엔젤,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창업생태계 구성원을 통한 

교육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나,

- 공공기관을 통해 실시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괴리 등 문제 제기

자금 사용 단계

○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창업지원금의 용도(비목)별 한도가 사전에 상세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기업 실정에 적합한 자금집행 애로

- 일부 사업은 사업별 사업비 산정기준 및 협약 당시 당사자들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 등에 

구체적인 비목별 한도를 설정 

사업종료 후 단계

○ (사후관리 및 지원미흡)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한 체계 미흡

- 초기 자금 지원이후 성공여부 등에 대한 평가 및 후속지원을 위한 타 사업 등과의 연계가 미흡

- 우수한 기업이라도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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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3 지원받은 국내 기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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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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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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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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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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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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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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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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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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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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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방안 – 한국창업경영연구원 – 창업진흥원

● 해외직접투자의 전개양상에 따른 해외투자 및 해외창업지원 정책연구 - ㈜미래와 세계\

● 2014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 미래창조과학부

● 2015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 K-ICT 본투글로벌센터

●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창업・벤처 지원 “K-Global 프로젝트” 시행계획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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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창업은 해외 투자 형태 중 직접투자 유형에 속하며 개인 또는 기업이 해외에서 창업 또는 

국내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여 기업 활동을 지속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창업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여 현지 창업하는 유형과 국내 시장에서 사업경험을 축적한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확대/이전

하는 유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개인 또는 창업초기의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정부적 지원 범위로 한정, 서울시 글로벌 센터 운영에서의 글로벌 창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 국내 자영업 시장의 포화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2015년 기준, 21.4%)이 해외에 비해 과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 1998년 감소 추세에서 1999년도부터 증가하다 2007년 이후 다시 감소

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폐업 자영업자수가 2015년도에 8만 9천명으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불경기, 소비 감소 등의 환경 여파 및 창업 준비 및 노하우 부족, 

도ž소매 서비스업종의 창업 과밀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와 높은 청년 실업률에 따른 비자발

적 창업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한 자영업 시장이 포화, 고용 선순환 구조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탈출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출처: e-나라지표 자영업자 현황(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자 현황>

1 해외 창업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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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 억원, 명, %)

출처: e-나라지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현황>

❏ 해외 시장 진출의 필요성 인지와 준비가 필요한 초기 창업기업

  2003년 이래 양적인 성장세로 매해마다 벤처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 성장 및 고용 측면으

로 볼 때에는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벤처기업의 매출구조는 2015년 11월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보고서에 따르면 B2B 국내매출이 

가장 높은 반면에 해외매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창업 3년 이하 초기기업은 해외매출 

비율(4.4%)은 4~10년 업력 보유 기업(8.1 %) 11~20년 업력 보유 기업(8.8 %) 및 21년 이상(11.9 

%) 업력 보유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또한 벤처기업의 체감 기술력 수준은 

하향세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비교할 때 ‘세계’ 수준으로 답한 벤처기업의 비중이 2.5%로 하락

했다. 따라서 창업당시 목표시장을 국내로 대부분 집중하고 있으며 창업 초기기업은 내수 대비 해외 

시장의 잠재성 인지 부족, 진출에 대한 사전 준비 미흡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성장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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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벤처기업 매출구조(중소기업청,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출처: 세계 최고수준기업과 기술력 수준 평가(중소기업청, 2015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개요

  2016년 8월 26일에 개소한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Seoul Global Startup Center=Seoul GSC)는 

내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 이민자, 유학생 창업팀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구조로 글로벌 창업에 대한 세부 지원 방침을 마련, 인큐베이팅(Incubating)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서울시 글로벌 창업센터의 글로벌 창업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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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 프로그램

  단기간(5개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보육시스템 기반 업무공간, 사업화 지원, 경영/법률 서비

스, 멘토링 컨설팅 및 해외시장 탐방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

기업은 입지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계약, 투자 지원 연계(초기 시드머니 지원)까지 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형태이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플랫폼

을 지향하고 있다. 

  글로벌 창업 부문에 있어 민간기업(르흐봇)에서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

터, 정부, 민간기업 등) 활용, 온라인 플랫폼 교류 지원, 해외 비즈니스 프로그램 참가 기회 부여 

등의 다양한 채널을 수립함으로써 자체가 보유한 창업보육시스템의 연계성 측면을 강조한다.

출처: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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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 국가의 글로벌 창업 지원 정책 현황

○ 해외 주요 국가의 글로벌 창업지원 정책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의 ‘글로벌 창업’ 추진 

전략 및 정책 방향 제언에 참고하고자 한다.

○ 글로벌 창업은 ‘Inbound 창업’과 ‘Outbound 창업’으로 나눠서 정의할 수 있다. ‘Inbound 창업’

은 국내거주 외국인 및 재외동포, 유학생이 국내에서 창업하여 국내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것으로 정의한다. ‘Outbound 창업’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이 내수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여 

해외에서 창업 또는 국내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 

해외 주요 국가의 글로벌 창업지원정책의 경우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Inbound 창

업, Outbound 창업을 정의하고 지원정책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정부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제시하고 있다.2) 

- 글로벌 경기의 불안정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창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됨

- 주요국에서 높은 청년실업률로 20-30대 청년층 창업확대

- 주요 선진국에서 2010년대 이후 스타트업 창업활동 활발

- 비교적 창업이 용이한 IT.모바일 산업 기술발전으로 기술기반 창업 증가

-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성공사례가 부각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창업활동 활발

- 글로벌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창업자금 조달비용 감소 및 정부 및 민간의 스타트업 자금지원 

확대

○ 해외 주요국들은 국영 무역진흥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자국 Start-up 기업들의 실리콘밸리 내 

창업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창업을 지원하고 있다.3)

<표 1> 해외 주요국의 글로벌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례

1)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방안, 창업진흥원 수탁연구과제 - 한국창업경영연구원, 2013.10  
2)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Kotra, 2015.12 
3) 해외직접투자의 전개양상에 따른 해외투자 및 해외창업지원 정책연구, 산업자원통상부 연구보고서 - (주)미래와 

세계, 2013. 04

국가 지원 사례

미국

- ‘Start-up America’ 프로그램: 경제성장과 혁신,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을 촉진한다는 목표하에 
정부 등 각 부분별 역할과 실행방안을 제시(2011년 발표)

- ‘Start-up America Partnership' 프로그램은 성공한 대기업과 예비창업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미국 
판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출범 후 ‘11년 중 2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6억 달러 이상의 
출연기금이 모금되었음.

3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의 글로벌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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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lug & Play, 민간 전문 인큐베이팅 기관 

❏ 미국의 글로벌 창업지원정책 현황

○ 미국은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통한 

정부 주도의 혁신활동과 민간 투자기관인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멘토링 등 지원활동 등 민관합동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미국내 지역 

클러스터(ex. 실리콘밸리, 뉴욕앨리)가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선진

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 Startup America Initiative('창업국가 미국‘)

-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백악관 주도 민관합동으로, ① 자금 접근성 제고, ② 교육 

및 멘토십, ③ R&D 사업화, ④ 성장 장애물 제거, ⑤ 대-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망(Business USA)을 통해 창업, 자금, 수출지원 등에 정부부처가 서로 

파트너십을 맺고 통합서비스를 제공 

○ Startup America Initiative'(‘창업국가 미국’)을 위한 실천계획

- 2011년 연두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통해서 혁신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의 로드맵을 강조

- ‘창업국가 미국’을 위한 실천계획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경제 산업 정책으로써 민간과 정부 

각 부처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실천전략을 제시함.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적자 예산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와 

재정보조에서 탈피해 ‘창의와 혁신,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경제운영 방안을 모색.

○ 「창업국가 미국」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미 행정부의 주요 부처(SBA, 재무부, 상무부 등)와 

카우프만 재단, 구글 등의 민간 대기업이 적극 참여, 특히, 캐이스 재단(The Case Foundation), 

카우프만 재단(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이 주도하여 ‘창업국가 미국 파트너십’ 

(Startup America Partnership) 협의체를 구성함.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적자 예산에 기반한 인프라 

- 기본 컨셉은 혁신적 창업가가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A Valley of Death)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임.

- 본 전략은 미국 전역에 기술창업 기업가정신(Technopreneurship)을 독려하고 가속화시키기 

위함임. 

국가 지원 사례

핀란드
- 국영무역진흥기관인 FinPro 주관
- PNP*에 3개월 입주, 6개월 Social Marketing 지원

멕시코
- 연방정부 주관
- 실리콘밸리 소재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매년 100개 창업 지원

캐나다
- 국영무역진흥기관인 CCC 주관(매년 10개사 지원)
- PNP에 6개월 무료 입주 지원, 실리콘밸리 내 자국 멘토기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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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 접근성을 제고

•기업가정신 교육과 멘토십 프로그램의 확산

•R&D 성과 상용화 강화를 통한 창업기업과 신산업 창출지원

•첨단부문 창업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개선

•대기업과 창업기업간의 협력을 강화

○ 민간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활성화

- 오바마 정부의 창업정책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을 분리하고 각각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명시

하고 추진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출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발전된 IT 인프라 환경에서 웹, 모바일 등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창업환경변화가 액셀러레이터의 탄생배경이 되었다. 

•저렴한 기술비용

•고객 확보의 비용 및 시간 절감

•보다 나은 수익창출 환경

○ 기존 창업지원체계(벤처캐피탈,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엔젤투자)가 자본 및 외형적 지원(공간 

및 시설)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창업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창업지원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

며, 엑셀러레이터는 멘토링, 교육, 컨설팅, 인적 네트워크 등 전문성 있는 창업지원 역할을 담당

하면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게 되었다. 

○ 엑셀러레이터는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대기업 주도 엑셀러레이터로 유형화할 수 있다. 

동일 계층내의 엑셀러레이터 명은 알파벳 순서로 명기함

<그림 1> 미국 액셀러레이터 순위4)5)

4) 출처 : Forbes (2016), “The Best Startup Accelerators of 2016”
5) Crunchbase : www.crunch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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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액셀러레이터 순위

계층(Tier) 엑셀러레이터 명 도시 비고

플래티넘
(Platimum)

500 Startups
Mountain View, 

California
2010년 설립. 보육 및 투자병행, 

해외기업 보육도 수행

Alchemist Santa Clara

2012년 설립. 대기업들에 의해 
펀딩 받고, 대기업에 파는 형태로 
특화된 엑셀러레이터 (Dedicated 

to Enterprise Startup)

Amplify LA Los Angeles
2011년 설립. Valuation, Exit 

Size가 특징임

Angelpad Sanfrancisco 2010년 구글 퇴직자들이 설립

Chicago New Venture 
Challenge (NVC)

Chicago

1996년 설립.#1 University 
Accelerator Program으로 선정됨. 
The University of Chicago Booth 

School of Business 주관

MuckerLab Los Angeles
Mucker Capital이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StartX Palo Alto
2009년 설립. 펀딩, 졸업생 

만족도가 특징임

Techstars

Boulder, Boston,
New York,

Seattle, San
Antonio

2007년 설립

Y Combinator
Mountain View, 

California
2005년 설립

골드
(Gold)

Brandery Cincinnati, Ohio 2010년 설립

Capital Innovators St Louis, Missouri 2011년 설립

Dreamit
Philadelphia, New York, 

Israel
2008년 설립

gener8tor Maddison, Wisconsin 2012년 설립

Healthbox Chicago 2011년 설립

Mass Challenge Boston 2009년 설립

Surge Bellevue, WA 2007년 설립

실버
(Silver)

Alphalab Pittsburgh, PA 2008년 설립

Betaspring Providence, RI 2009년 설립

Health Wildcatters Dallas, Texas 2013년 설립

Iron Yard Greenville, SC 2011년 설립

Lighthouse Labs
Vancouver, British 

Columbia
Micro VC

Plug and Play Sunnyvale, CA 2006년 설립

Zero to 510 Memphis, TN 2012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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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요 엑셀러레이터 현황

○ 전문 엑셀러레이터 

 1. Y Combinator  

- 2005년 Paul Graham에 의해 실리콘밸리에 설립됨

- 선발된 창업팀에게 모두 $11,000 +$3,000 * 설립자 수(최대 3명)만큼 투자를 하며, 그 대가로 

약 2~10%의 지분을 수취

- 매주 함께 하는 저녁 식사를 통해 창업자들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오피스 아워’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절차, 제품에 대한 피드백, 언론사 및 투자자에 대응하는 가이드라

인 제공

- 3개월 동안의 프로그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리콘 밸리의 투자자, 언론사, 대기업 관계자

들이 참석하는 ‘Demo day’ 개최

- Y combinator의 선정과정을 신뢰하는 SV Angel(Google, Facevook,Twitter 등)로부터 별

도의 평가 프로세스 없이 $150,000 까지 투자유치 가능

* SV Angel :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는 엔젤투자회사이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개발, 재무, M&A, 경영전략등을 지원함.

- 투자는 초기단계의 인터넷, 전자상거래,IT 등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실시함.

 2. TechStars 

- 2015년 Forbes가 선정한 TOP 3 US 엑셀러레이터이며, 기술기업 대상 투자 

- 기술기업 대상으로, 미국 7개 도시, 유럽 2개 도시에서 멘토중심의 Seed-Stage, Early Stage 

투자

- 투자섹터는 하드웨어, 모바일, 웹/소프트웨어이며, 13주 프로그램을 운영함 

- 테크스타는 의료장비, 생명공학, 로컬 서비스 기업, 레스토랑, 컨설팅 기업등에 투자하지 않음

- 75개 이상의 벤처캐피탈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세계 베스트 액셀레레이터에 랭킹

되고 있음 

- Seed Funding, 집중적 멘토링, 훌륭한 멘토 및 졸업생 네트워크를 제공함

- 테크스타에 지원한 스타트업의 1%미만이 통과되어 멘토링을 받으며, 프로그램 졸업후 92%의 

기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500 Startups6) 

- 2010년 Dave McClure가 설립한 Seed accelerator로 자사의 기준에 따라 분기 당 25개 내외

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현재 실리콘 밸리의 유명 슈퍼 엔젤인 Dave McClure와, 구글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인 

Christine Tsai가 주로 이끌고 있음. 현재까지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500 인큐베

이션 프로그램을 거쳐 갔음. 

6) 해외직접투자의 전개양상에 따른 해외투자 및 해외창업지원 정책연구, 산업자원통상부 연구보고서 - (주)미래와 
세계, 201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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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다른 프로그램처럼 오픈된 어플리케이션

은 없고 멘토의 추천이 유일한 방법임. 멘토 네트워크를 통한 1차적인 사회적 검증을 거치자는 

취지이며, 멘토의 추천을 통해 스타트업이 신청되면, 500 스타트업측에서는 멘토, 투자가, 그

리고 500 스타트업에 가입된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투자할 스타트업을 평가하고 선발하게 됨

-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선발된 회사들은 몇 개월간 실리콘밸리의 500 스타트업 본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음.

○ 대기업 엑셀러레이터 

 1. Microsoft Startup Accelerator  

-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설립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장성 제고에 중점을 둠

-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 가능성 높은 기업 집중 선발

- 직접적 투자보다는 인적, 기술적 투자

 2. Nike+ Accelerator  

- 나이키(Nike)가 Techstars와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운영

- 3개월간 10개 기업 지원

- 기업당 2만달러 지원

 3. Google for Entrepreneur  

- 구글(Google)에서 설립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지역내 강력한 기관들과의 파트너쉽을 유지하

고 있음

- 구글의 인적자원 및 기술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스타트업들에게 관련 구글 툴(Tool) 제공

- 매년 3천명 이상의 기업가와 구글 직원들이 함께 회합하는 창업주간 행사

 4. New Accelerator Program  

- GE가 설립하였으며 Startup Health와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운영

- 3년의 기한을 정해 10개의 보건 및 건강 관련 기업 지원

- 재정 지원 및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미국의 글로벌 창업지원 정책

○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창업생태계의 선발주자인 미국의 Inbound 글로벌 창업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창업촉진 정책 7)8) 

○ 스타트업 3.0 비자 법안 발의 

- 외국인 기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3.0 비자법안’을 발의하여 처리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16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함(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5년 이상 활동한 외국학생이 1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

7)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방안, 창업진흥원 수탁연구과제 - 한국창업경영연구원, 2013.10  
8) “수만개 스타트업 비자 만들려는 미국, 한국은...”, 머니투데이 - 유병률 특파원,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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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외국인 창업)

- 미국 내에서는 수 년여 전부터, 실리콘밸리 인사들과 세계적 기업가정신 재단인 ‘카우프만재단’

이 스타트업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제기해왔고, 카우프만 재단은 미국이 7만5천개 스타트업 

비자를 발급한다면 향후 10년간 160만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오바마 정부 ‘국제기업가규정(IER,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s)’ 9)

- 의회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유사 ‘스타트업 비자’ 정책으로 상당한 액수의 투자와 함께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기업인은 '일시적 입국허가(paroled)'를 받아 미국 내에서 거주하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음

- 일시적 입국허가는 최대 5년간 계속되며 5년 이후에는 영주권이나 다른 형태의 비자로 전환할 

수 있음.

- 일시적 입국허가를 얻으려면 기업가가 상당한 규모의 현금 투자를 할 것을 입증해야 함. 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 기록을 제출하면 최소 34만 5,000달러이고, 정부를 통해 투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10만 달러 이상. 또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 창출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이스라엘의 글로벌 창업지원정책 현황  

❏ 이스라엘의 창업생태계 

  이스라엘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이 유리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

기 위한 국가차원의 R&D 지원활동이 활발하며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하이테크 기반 스타트업 육성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요즈마 펀드 및 정부 투자지원정책, 벤처캐키탈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활

성화로 해외로 진출한 글로벌 슽타트업과 이스라엘에 들어온 글로벌 기업 모두 지원한다. 과학기술 

선진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와의 글로벌 연구협력을 강화하여 신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 글로벌 지향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10) 11) 

- 인구 800만의 적은 인구와 협소한 영토 및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중동국가에 인접하여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제발전이 어려움

- 중동지역 국가중 유일한 첨단산업국가로서 IT, 의료/바이오 생명공학, 항공, 우주기술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정책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IT중심의 과학기술개발로 경제발

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기반 창업에 우호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특히, 최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기업의 기술 흡수, 해외직접투자 및 기술이전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짐. 

9) “오바마” 창업외국인에 5년 거주 허용 “...35만 달러이상 현금투자해야 가능”, CIO from IDG - Patrick 
Thibodeau, 2016.08.29

10)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Kotra, 2015.12 
11)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방안, 창업진흥원 수탁연구과제 - 한국창업경영연구원,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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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스라엘의 기술부문 글로벌 경쟁력 지수12)

○ 이스라엘 정부의 R&D 정책 13) 14)  

- 외국인 기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 3.0 비자법안’을 발의하여 처리

○ 산업자원노동부 산하 수석과학관실(OSC, Office of Chief Scientist)에서 기술관련 스타트업 

육성 R&D 정책 운영함

○ 수석과학관실은 크게 이스라엘 국내 R&D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R&D’와 해외 국가와 기업들과

의 공동기술 개발을 협력하는 ‘국제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기술혁신 R&D 정책 : 이스라엘 자국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경쟁 전 단계 R&D’와 

‘경쟁 단계 R&D’로 구분됨

• 경쟁 전 단계 R&D :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Magnet’, ‘NOFAR’, ‘연구기관 및 

대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경쟁 단계 R&D : 기업의 육성 발전 지원 프로그램. ‘R&D 펀드’, ‘기술 인큐베이터’, ‘Tnufa’, 

‘HEZNEK’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국제(기술) 협력  :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양자/다자 산업

기술 R&D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여 국가간 최신 선진기술분야의 정보공유 및 기술 

노하우 전수를 목적으로 함

❏ 이스라엘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15)

○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둔 지원 프로그램. 사업초기 단계 기술기업의 R&D, 제품 상용화,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 연간 총 예산 3천만 달러 운영. 개별 기업 기술개발 총액의 85%를 2년간 30만 ~ 50만 달러 

한도로 지원

- 2004 ~ 2014년 기간 동안 약 700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12) 출처 :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13)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Kotra, 2015.12 
14)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방안, 창업진흥원 수탁연구과제 - 한국창업경영연구원, 2013.10  
15)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Kotra, 2015.12 



110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 트누파(Tnufa) 프로그램 

- 창업이전 단계 스타트업이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사업화 제품의 경제성 평가, 특허 출원, 프로토타입 제작, 투자자 모집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지원

- 개별 프로젝트 당 5만 달러 한도로 사업비의 85%까지 지원

○ 헤즈넥(HEZNEK) 프로그램 

- 창업이전 단계인 트누파 프로그램 이후 본격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정부의 기업 지원금은 해당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출자형태로 투자되며, 개인 투자자도 참여가능

- 창업 6개월 미만, 25만 달러 이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은 개별 

기업당 100 달러 미만임

○ 요즈마(Yozma) 펀드 

-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 투자펀드로 초기에는 정부투자 국영펀드로 시작하여 민간투

자 펀드로 전환

- 투자구조 : 1993년 정부가 1억 달러 재원 직접 출자하여 직.간접 투자를 혼용한 요즈마 프로그

램 운영

• 이 중 8천만 달러는 10개의 민간 벤처캐피탈에 최대 40%까지 지분 투자. 민간 벤처캐피탈에

는 반드시 1개의 외국계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여,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 등의 외국계 기관에서 투자 참여함 

• 2천만 달러는 수석과학관실에서 ‘요즈마 벤처 펀드(Yozma Venture Fund)’로 직접 운용

- 민영화 : 정부는 개별펀드별로 1998년부터 민영화를 시작하여 2004년까지 지분매각 등을 통

하여 모든 펀드를 민영화함. 

• 간접 운용펀드에서 정부지분은 매각, 콜옵션 등을 통해 2004년까지 모두 민영화

• 직접 운용펀드인 요즈마 벤처펀드는 1998년에 ‘Ofer Brothers’에 매각되면서 ‘요즈마 그룹

(Yozma Group)’으로 명칭 변경

- 요즈마 펀드 성과 :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 시장을 선도하면서 민간 투자자금 유입을 통해 이스

라엘 스타트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함

• 요즈마 펀드에 의한 벤처자금 조성액은 펀드 구성 초기의 약 2억 6천만 달러 수준에서 2008

년까지 약 6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

• 특히 벤처캐피탈 시장의 확대로 많은 수혜를 입은 업종은 생명과학 분야로 이스라엘 내 해당

기업 수는 2004년 467개 -> 2014년 1,380개로 큰 폭으로 증가함 (의료장비, 바이오/의약 

분야의 스타트업이 대부분)

❏ 이스라엘의 글로벌 창업지원 정책

  글로벌 진출 지향 하이테크 기반 스타트업 육성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정책의 특징이며, 

Inbound 글로벌 창업 및 Outbound 글로벌 창업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과학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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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의 대내외 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

-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의 붕괴로 많은 유대계 기술 인력이 이스라엘로 유입되자 이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반 조성

-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바이오, 의약 등 생명과학과 ICT 분야 등의 기술 부문에 집중되고 있어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음

- 유대인 네트워크는 창업자, 투자자로서 세계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Inbound 글로

벌 창업과 Outbound 글로벌 창업이 자연스럽게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성공 스타

트업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해외 진출 지향
○ 국내 시장의 협소함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스타트업의 선별 초기부터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평가

- 이스라엘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주요 선진국과 ‘양자간 펀드(Bi-National Fund)’를 

구성하여 대외 네트워크 확대 및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 정부 투자지원 정책 및 벤처캐피탈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활성화
○ 글로벌 벤처기업이 이스라엘이나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 후 투자금을 회수하고 경제 불황 등의 

여건이 어려운 경우 유대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 투자자금과 M&A 시장을 동원하는 지원 실시

○ 글로벌 기업들의 이스라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무상 자금지원, 정부보증, 

조세감면, 면세기간 부여 등의 투자유치를 지원함

❏ 글로벌 연구협력 강화
○ 미국, EU 등의 과학기술 선진국들과의 공동 기술개발 연구 협력을 체계하여 신기술의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함

○ 이스라엘은 EU가 주관하는 ‘Framework Programme 7’과 ‘Eureka’ 프로그램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고, 아시아, 북미, 남미 등의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른 국가와의 기술개발 협력을 도모함

○ 글로벌 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도와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도록 지원함 

- 글로벌 경기의 불안정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창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됨

- 주요국에서 높은 청년실업률로 20-30대 청년층 창업확대

- 주요 선진국에서 2010년대 이후 스타트업 창업활동 활발

- 비교적 창업이 용이한 IT.모바일 산업 기술발전으로 기술기반 창업 증가

-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성공사례가 부각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창업활동 활발

- 글로벌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창업자금 조달비용 감소 및 정부 및 민간의 스타트업 자금지원 확대

○ 해외 주요국들은 국영 무역진흥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자국 Start-up 기업들의 실리콘밸리 내 
창업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창업을 지원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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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의 글로벌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글로벌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제안 

❏ 제안 배경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적합한 아이템 선정, 창업교육, 자금지원 및 멘토링, 글로벌 진출 

전략 지원 등의 단계별 원스톱 통합 창업 지원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한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정부/민

간 유관기관들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국내 벤처 및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해외 진출 장애요인이 언어, 비즈니스/사회 문화, 법제적인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 인력, 현지 정보 부족 등으로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의 성장 제약성을 극복하고자 해외 창업 지원의 활성화가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되

어야 하나 해외 직접 투자와 상응되는 해외 창업 준비임을 감안할 때 국내 창업을 위한 지원 시스템과 

유사한 맥락 또는 국내 창업 지원과 연계하여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해외 목표 시장의 

다양성 및 행정 법제/현지 문화 등의 다변화 수용을 위한 진출 전략 수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수출단계별 지원정책은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하므로 인큐베이팅과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을 혼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안 모델

16) 해외직접투자의 전개양상에 따른 해외투자 및 해외창업지원 정책연구, 산업자원통상부 연구보고서 - (주)미래와 
세계, 2013. 04

지원대상

◾ 사업 운영 중인 초기기업(1-3년)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소속 해외 사업진
출 계획 및 역량 검증 또는 개별 채널로 
선정된 기업

◾ 예비 창업자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소속해외 사
업진출 계획 및 역량 검증 확인 또
는 개별 채널로 선정된 예비창업자

사전 진출 
시장/환경 조사

◾ 나라별 권역별 시장/수요 
◾ 경제, 산업, 정책ž규제 및 사회ž문화

◾ 예비창업자인 경우 현지 인턴/기업 
체험 프로그램 참여 준비 (현지 사
전조사)

1단계 사업화  

◾ 1단계 사업화 지원
   - 시장 진출 시나리오 수립
   - 현지 맞춤형 제품/서비스 재개발 지원
   - 해외 시장수요 반응 테스트
    * 2단계 사업화 지원 평가

◾ 글로벌 네트워크 매칭/비즈니스 교
육(온/오프라인) 



서울시 글로벌 창업센터의 글로벌 창업지원 활성화 제언 ● 113

○ 글로벌 창업 지원 대상자 발굴 

- 특정한 분야/분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 및 업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다양한 분야로 모집하되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사업자를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구성을 

개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초기 창업기업은 1-3년 기업으로 서울시 글로벌 창업지원 센터 또는 개별 채널(공모전 등)을 

통해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하며 예비창업자 또한 동일한 형태로 선정과정이 진행되나 평가 

방식은 다르게 진행해야 함.

○ 초기 창업기업 지원 대상자 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가 초기 완료되어 시장성과를 보여주는 기업 대상으로 선별, 해외 

시장 잠재력이 있고 관련한 자원(재무/인력 등)의 최소 조건이 만족될 경우 우대

○ 예비 창업자 평가

- 보유 아이디어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 평가 통한 해외 진출 가능성을 판단하며, 글로벌 창업 

자체를 목표로 한 개인/팀의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보유 역량을 우선적으로 평가함

○ 사전 진출 시장/환경 조사

- 진출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권역별 시장 현지 조사, 기술현황, 업계 현황, 추진 동향 및 정책 

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진출을 위한 기회위험요인을 분석(SWOT), 진출 전략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안, 이에 맞는 현지화 세부 전략을 수립, 사업화 준비 내용을 점검,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선택을 통한 집중 지원

- 조사 기법으로 문헌조사, 대상 국가/권역의 유관 기관(정부, 민간, 전문가 그룹 등) 인터뷰, 

사례조사(case study) 등을 병행함

- 수요 및 시장동향, 경쟁동향, 경쟁업체의 장단점 분석, 가격 동향 등의 실질적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현지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수립을 지원함 

- 철저한 시장/환경 조사를 통한 목표 시장에 대한 제품/서비스 가치와 솔루션 및 비즈니스 모델 

을 재수립하는 과정임

- 1/2차 사업화 단계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품/서비스 재개발이 필요치 않고 현지 

맞춤형 보다 동일한 제품/서비스로 진출 가능한 지원 대상 외에는 1차부터 사업화단계를 거치

도록 함

2단계 사업화 

◾ 2단계 사업화 지원
   - 현지창업/세무회계법률 지원
   - 해외 비즈니스 지원

(고객/파트너십개발, 해외마케팅, 투자
유치  등)

◾ 현지 프로그램 참여
   - 현지 비즈니스 참여 통한 사업 

운영 노하우 간접 체득 
  - 현지 직접 창업 시 1단계사업화 

연결

사후 관리
◾ 사후 관리
  - 수출 유관 전문 기관 지원사업 연결 및 

주기적 모니터링 관리

◾ 사후 관리
  - 글로벌 창업교육 지원(KOTRA 연

계 등) 및 주기적 모니터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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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글로벌 윈도우 시장 보고서

- 예비 창업자인 경우 현지 비즈니스 경험(인턴/기업 체험)을 통한 비즈니스 노하우 습득이 초기 

진행되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사전 비즈니스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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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단계 사업화 지원

- 해외 시장 진출 시나리오를 수립 또는 기존의 보유 시나리오 세부 전략을 개선하는 과

     정으로 지원함
- 현지 맞춤형 제품/서비스에 대한 재개발이 필요할 시, 인큐베이팅 과정과 같이 시장 잠재 수요

에 맞도록 아이템을 기술적으로 구체화, 개발 및 권리화를 위한 특허 지원으로 사전 시장 수요

에 적합한지 테스트 검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함

 출처: 6개월챌린지플랫폼 사업 개념도 

<사업개념도>

- 해외 시장수요 조사는 사전 시장/환경 조사와 연계하여 현지 목표  테스트 그룹을 선정, 제품/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도록 함

- 예비 창업자의 경우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또는 유관기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매칭(서면 평가, 인터뷰 등) 과정을 통한 현지 기업과의 매칭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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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3, KOTRA 글로벌창업 종합가이드

○ 2차 단계 사업화 지원

- 단순 수출 지원이 아닌 현지 사업화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단계로 현지 창업부터 비즈니

스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주요 과정을 지원함

- 자문 형태로만 그치지 않고 현지 전담 기관들을 활용한 행정/법률/세무/회계 등의 운영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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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밀착지원으로 현지 시장 개발 가속화를 도모함

- 현지 시장에서 고객/파트너 관계 구축을 통한 초기 사업화 안정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유통채널 

파트너십 또는 기업미팅 주선 등의 매출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 기존 수출기관의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해외의 기업문화 상담, 세무/회계/법률 자문, 현지화 

네트워킹, 투자 지원까지 장기적(1-2년)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임

 출처: 201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보고서

- 예비 창업자인 경우 현지 비즈니스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노하우 체득과 동시에 현지 창업을 

위한 1단계 사업화 지원(초기 창업기업 단계)으로 외/내부 평가를 통해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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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출 관련 기관들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전문 인력, VC 등과 같은 인력 

풀 구축을 통한 자금, 투자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 지원  

○ 사후 관리

-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수출 유관 기관 연결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예비 창업자를 위한 글로벌 

창업교육 심화지원(KOTRA 연계 등)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맞춤별 지원의 사후관리 체계

로 운영

❏ 지원 대상자 별 세부 프로그램 제안 

❏ 초기 창업 기업 - 국내외 민간 엑셀러레이터 협력 프로그램 

  국내에서는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 다수 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 자금 및 시설 중심 지원 외에 실용적인 멘토링, 투자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민간 주도형 또는 정부 지원형 엑셀러레이터가 창업 전반에 걸친 

멘토링과 기술개발, 비즈니스 방향 자문, 투자 지원,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

서 창업생태계에서의 입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의 세계 국가에서는 2~3천 개 이상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들이 산업분

야별 전문성, 글로벌 기업 위주의 육성 프로그램들로 다변화, 성장하고 있는데 에 반해 국내 민간 

엑셀러레이터 기관들의 글로벌 전문화 역량 평가체제 미흡,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기반 해외 시장 

진출전략을 제시, 컨설팅, 투자, 운영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나 해외 창업 지원에 대한 성과 또는 성공한 

기업들을 만든 경우는 많지 않은 사례들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민간 엑셀러레이터 육성 지원과 선별 기준을 강화하며 국내의 글로벌 창업에 대한 인식,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문화 공유 등의 선제조건이 준비될 시에 서울시 글로벌창업 센터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할 시 높은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별개로 목표 시장에서의 현지 민간 엑셀러레이터들과 협력할 시 시장 준비, 시장 침투, 자금 조달까

지 효율/효과적인 지원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창업 초기단계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한 본 글로벌(Born Global)과 같은 프로그램 등이 해외 현지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사무공간 지원, 

해외마케팅 자금 지원, 투자 연계 등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급 기술위주의 창업 독려, 

해외 현지화 세부 지원프로그램 구체화 부족, 특정 국가들에 맞춘 사전 현지 프로그램 구성 등에 있어 

아이디어와 시장중심의 현지 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창업모델과는 다소 상이성이 있다. 

  서울시 글로벌 창업운영 센터의 창업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수요 기반의 현지화 지원프로그램으로 

핀란드 테크노폴리스 창업지원 정책을 벤치마킹, 개선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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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04. 18 전자신문(중소기업청, 창업기업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으로 혁신)

  

• 핀란드인 경우 정부 산하기관인 TeVe의 창업보육 프로세스는 사업 아이템 발굴, 평가, 예비 

보육, 창업보육, 성장가속화 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중 성장가속화 단계는 글로벌 창업지원을 

골자로 운영됨

출처: 핀란드 테크노폴리스(www.technopolis.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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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Teve 에서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BornGobalTM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창업 보육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기반을 다진 기업들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써 기업 성장 가속화 

및 글로벌화에 중점을 둠

출처: 핀란드 테크노폴리스(www.technopolis.fi)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준비 단계와 글로벌 시장침투 및 자금 조달단계를 거치

게 됨

• 시장 준비(Market Preparation Path) 단계는 글로벌 시장 조사, 해외 마케팅 자료 구축을 

토대로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마케팅 활동 지원, 계약 법률 등의 지원서비스를 포함함

• 시장 침투(Market Penetration Path) 단계는 목표 시장의 타당성 분석에서부터 파트너/고

객사 발굴 및 연계, 현지사업자 선정까지 현지 사업 수행의 신속한 지원을 지향함

• 자금 조달(Venture Capital Path) 단계는 자금투자캠프를 설치, 벤처캐피탈의 투자 절차 

수립, 유망 투자자 미팅 주선, 투자 협정까지 지원하는 과정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의 협력모델

까지 적용하여 현지 투자설명회, 전시회 참가 등의 지원까지 확대함

• 아이디어의 해외 시장 잠재성만 높다면 해외 창업경험이 없거나 사전 정보가 부족할 지라도 

세부 지원을 통해 조직 구성, 현지 진출전략 수립, 자금 조달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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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핀란드 테크노폴리스(www.technopolis.fi)

• 본격적인 창업 보육 이전에 철저한 해외시장 조사와 해외시장 수요에 맞는지에 대한 적정성 

에 대해 사전 6개월 비즈니스 모델 평가를 통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성공률을 높여 왔음

• 핀란드는 미국과 같이 전문 액셀러레이터 활동보다는 정부 주도로 해외 벤처캐피탈 네트워크

와 연계한 글로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의 글로벌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내/해외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활동과 연계, 협력을 제안함

• 국내외 프로그램을 통한 엑셀러레이터 상호 협업, 기관 연계, 기업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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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국내 액셀러레이터 전문협의체 연계 네트워킹 프로그램
○ 비즈니스 모델/사업화 전략 지원
  1) 창업기업 발굴 사전 평가
  2) 아이디어/기술별 특화 멘토링
  3) 해외시장 동향 분석 - 수요 시장 선정 
○ 기업가 정신 교육 지원
○ 사업화 지원
   수요 시장에 대한 제품 사전기획 지원
○ 자금 투자 유치 지원
  - 국내: 네트워킹 파티, 피칭 교육, 통합 데모데이 지원

해외

○ 해외 액셀러레이터 전문협의체 연계 네트워킹 프로그램
○ 현지화 전략/진출 지원
  1) 목표 시장/환경 조사
  2) 진출 전략 수립
  3) 현지 창업 지원(법률/세무/회계/아웃소싱 등)
  4) 고객/파트너 확보 및 계약 지원 
○ 사업화 지원
  1) 현지 사업/지역별 특화 멘토링
  2) 시제품 개발-테스트 지원/시장 반응 조사
○ 자금 투자 유치 지원
  - 현지: 네트워킹 파티, 피칭 교육, 통합 데모데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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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창업 전략 수립에 있어 현지 정보 및 투자 연계 네트워킹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 협의체 

상시 운영으로 엑셀러레이터 성공 노하우 공유 및 지식 내재화  

• 국내/해외 엑셀러레이터 간의 네트워킹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비즈니스 협력의 장뿐만 아니

라 성공사례 공유, 홍보, 투자 연결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음

•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에서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사후 성과제도 및 세제 혜택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성과 정보제공 추진 

• 엑셀러레이터 별 특화된 기업 지원, 시장 평가 등의 성과 정보 공유 통한 프로그램 보완 개선 

도모

•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한 창업기업에 엔젤펀드 매칭, 수요 연계형 지원프로그램으로 확장  

❏ 예비 창업자 - 글로벌 인턴쉽 및 기업 체험 프로그램 

  2016년 5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잡코리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 10명 중 

8명이 기회가 있다면 해외취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국내 청년실업률이 10%대를 상회하고 있는 상화

에서 해외취업은 또 다른 돌파구로 일 것이다. 

  현재 청년들을 위한 해외 창업지원 사업과 인큐베이팅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청년들

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의 선행 단계로 청년들의 해외 경험이 필수부가결의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글로벌 해외인턴쉽과 기업 체험 

또는 취업 경험을 통해 각 해당 국가들의 문화를 바로 이해하고 시장분석과 판로 개척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선행단계의 창업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현 상황
○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8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해외취

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총 10만명을 양성한 후, 취업시키다는 목표를 수립

하여 추진해 왔다. 

○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 오면서 2016년 11.27(금)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7년 청년 1만명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발표하였다. 

- 지금까지의 단순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던 진출 직종을 선진국의 IT 등 틈새 유망직종을 

비롯해 신흥국의 중간관리자 양성, 중동의 간호사 및 기술인력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자는 계획

이다. 

- 대표적인 해외 취업의 대표 길잡이 인 고용부의 K-Move 스쿨*은 지금까지진행해 왔더 3~4

개월의 단기과정에서 내년부터는 취업성과가 높은 과정은 6~12개월의 장기과정 중심으로 개

편하기로 했다.                                                   

  [참고]K-Move 사업은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봉사로 구분되며, K-Move 스쿨은 

해외취업 사업 중의 하나로 일정기간의 교육훈련을 거친 후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그뿐만 아니라 K-Move 사업에는 각 나라별로 멘토들이 활동하며 멘티들을 돕고 있는데 해외

취, 창업 등 해외진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해외전문가를 K-Move 멘토로  

선정하여 2015년 1월 현재, 41개국 144명의 멘토가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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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K-Move센터를 운영하면서 해외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들에게 원스톱 해외취

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K-Move 센터의 필요성 요구에 맞춰 ’15년 11개소에서 

’16년 15개소로 늘리고 평가를 강화하고, 재외공관장 평가에도 해외취업 지원 실적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16년 해외진출 “열정페이”, “스펙쌓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해외인턴은 축소하고, 성과가 

좋은 해외취업 지원예산은 확대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 해외취업지원 예산 : ’15년 367억원 → ’16년(안) 454억원 (증 87억원)해외인턴 예산 : ’15년 

301억원 → ’16년(안) 214억원 (감 87억원)    

○ 해외취업의 질적 개선과 함께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가별· 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 대체적으로 청년들은 해외취업을 결심할 때 자신이 가고 싶은 희망 국가를 먼저 정하는 데, 

그것보다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국가별·직종별 해외취업 전략을 제시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쪽으로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나, 언어나 경력 부족 등의 문제로 짧은 준비만으

로는 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IT 등 틈새직종을 중심으로 한 취업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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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인력수요가 높은 일본 IT 분야로의 취업지원을 위해 우수한  IT 과정을 확대(예: 무역협회 

과정 ’15년 150명 → ’17년 300명) 하고 

- 미국 등은 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치기공 등 틈새유망 직종에 대하여 대학 저학년 때부터 

해외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통합 지원하는 (가칭) 청해진 대학(’16년 10개 학과 내외 

200여명, 붙임 참조)을 선정·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 목적 및 기대효과

그림: 국가별·직종별 해외취업 지원 전략

○ 아시아 거점 지역인 싱가포르·홍콩은 아시아 거점 지역을 발판 삼아 선진국으로의 진출을 원하

는 청년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현지의 인력수요는 최소 경력 1~2년 정도는 있어야 취업

이 성공률이 높은 만큼 글로벌 리크루트사와 연계를 통해 신입사원 뿐 아니라 경력직의 진출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동남아시아 신흥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는 진취적인 청년들이 현지에서 성장할 가능

성이 매우 높으나 청년들이 진출을 꺼려하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동남아시아 신흥국가들은 국내 경제계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한국기업,  우수 한상기

업의 일자리 수요와 직무내용 등을 파악하여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양성하여 취업을 확대해 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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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지역의 청년들에게 도전정신을 격려하기 위해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선진국(현 

300 → 200만원)과 차등하여 지원(현 300 → 400만원)하고, 현지 멘토 등을 통해 현지 청년사업

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 중동은 국내병원·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인력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온-오프라인(On-Off line)으로 정보제

공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필요성

○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는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예산과 세부 목표에 

맞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활용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K-Move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 (단위: 억원, 명)

구   분
2015년 2016년 (안) 증   감

예   산 인   원 예   산 인   원 예   산 인   원

합 계 1,802 13,044 1,860 12,445 57 △599

해외취업 367 5,880 454 6,300 87 420

해외인턴 301 2,686 214 1,617 △87* △1,069

해외봉사 970 4,478 991 4,528 21 50

해외창업 164 - 200 - 36 -

【 세부목표 】

◈ 해외취업자 수 (고용부 기준)

ㅇ ’14년 3천명   → ’17년 7천5백명으로 2배 이상 확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계 3,266 4,808 6,542 7,500

공공부문
(고용부)

소 계 1,679 2,808 4,042 4,500

연수취업 861 1,000 1,800 2,000

알선취업 674 1,000 1,200 1,500

인턴취업 84 108 192 -

성공장려금 60 700 850 1,000

민간 민간알선 1,587 2,000 2,500 3,000

   * 현재 고용부 해외취업자에 대해서만 국가별·직종별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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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16년 청년 해외진출 지원(K-Move)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명)

구 분
2015년 2016년 (안) 증 감

예 산 인 원 예 산 인 원 예 산 인 원

합 계 1,802 13,044 1,860 12,445 57 △599

해 외 취 업 367 5,880 454 6,300 87 420

해 외 인 턴 301 2,686 214 1,617 △87* △1,069

해 외 봉 사 970 4,478 991 4,528 21 50

해 외 창 업 164 - 200 - 36 -

 * 고용부 해외인턴(49억원), 산업부 글로벌마케팅인턴(18억원), 교육부 교사대졸업자 해외진출 지원(4억원) 사업 폐지
** ’16년 예산 및 인원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진출유형별> (고용부 취업자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틈새공략형 815 (48.5%) 1,264 (45.0%) 1,698 (42.0%) 1,710 (38.0%)

교 두 보 형 315 (18.8%) 562 (20.0%) 849 (21.0%) 990 (22.0%)

도전적 일자리형 479 (28.5%) 842 (30.0%) 1,253 (31.0%) 1,485 (33.0%)

신시장 개척형 70 (4.2%) 140 (5.0%) 242 (6.0%) 315 (7.0%)

합 계 1,679 (100%) 2,808 (100%) 4,042 (100%) 4,500 (100%)

◈ 구인ž 구직건수 (Worldjob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인인원 6,500 10,000 12,000 15,000

구직건수 13,000 15,000 18,000 20,000

◈ 정보제공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월드잡+ 이용자
(일평균 방문자수)

3,902 5,000 8,000 10,000

해외취업설명회 - 10개국 12개국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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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부 해외취업 지원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2015년

예산 (인원)

2016년

예산 (인원)

K-Move 스쿨
先 일자리 발굴 후 맞춤형 교육과정 통해 취업 

연계 (1인당 단기 580만원, 장기 800만원)

20,100
(단기 2,500명, 
장기 700명)

24,000
(장기 3,000명)

민간취업알선
국내외 민간 취업알선 업체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 알선 시 수수료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600
(300명)

1,100
(500명)

해 외 취 업
성공 장려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정착비용 지원 
(최대 400만원)

5,400
(2,000명)

6,750
(2,500명)

K-Move 센터 해외 일자리 발굴, 해외 취업·창업 지원
2,500

(11개소)
3,750

(15개소)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 플러스 확대 개편 200 1,005

*� ’16년 예산 및 인원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주요 프로그램 제안

❏ ‘K-move 센터’의 활성화 방안

○ 문제점:현재 선릉역에 설립 된 ‘K-move 센터’의 경우 건물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해외 인턴쉽이나 기업 체험 이를 통한 

취업 연계,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창업 의지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편한 곳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 제안: 

- 장소 활용의 유용성  ² 활용 장소 제안 

- 지하철 역사안의 빈 공간

- 해외 여행 안내소

- 그 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1층공간의 장소 

- 커피숖과의 연계를 통한 활용 방안

○ 기대효과: 

- 생각만 있던 사람도 가볍게 상담을 받고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다. 

- 시간 활용의 유용성(잠깐 틈이 나는 시간을 활용하여 상담가능)

-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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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원스톱 글로벌 인재 프로젝트’ 추진(내국인 대상)

○ 문제점: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

○ 운영방안: 

<그림>: 고용노동부 자료

○ 기대효과: 

- 원스톱 관리 운영

- 꾸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 연계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해외 모국 기업 무역 지원 사업 제안

○ 문제점:

- 활용 가능한 외국인 지원 정책 부족

-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우수한 학력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에 종사

-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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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안: 

○ 기대효과: 

- 한국에서 정착 용이

- 한국의 국가 위상

-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

❏  기술형 외 지원 사업 

○ 문제점:

- 현행의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기술기반의 지원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기술 기반이 아닌 

후보군에 대한 새로운 관리를 필요로 한다. 

○ 운영방안: 

- 인문계열 관련 학과 해외 취업 희망군 

- 식음료 분야 해외 취업 희망 군

- 그 외 기타

○ 기대효과: 

-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 기술기반이 아직 직군에 대한 해외 취업 희망 기대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 정책

  현행 연령제한을 기준하여 사업기획서 심사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서울시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대비와 숨어 있는 글로벌인재 발굴을 위하여 연령제한 없이 예비 사업자의 교육을 

통한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서울시민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열린 강의

로 초석을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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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제 육성을 위한 서울시“열린 교육” 프로그램

○ 서울시 열린 글로벌 교육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교육 참여가 가능한 ‘열린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지원의 내용은 법인설립, 자금 활용, 특허를 중심으로한 국외 판로, 사업 환경을 교육지원 한다. 

<그림 1> 열린 창업강의 신청

○ 글로벌 사업의 실적심사 및 컨설팅

  열린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예비 글로벌 사업자를 한정하며,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사업의 틀을 

만들고 사업화 시키는 과정이며, 진행과정 사업실적이 있는 예비 사업자에 한하여 ‘서울글로벌센터‘의 

입소 기회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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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업의 실적심사 및 컨설팅

  열린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예비 글로벌 사업자를 한정하며,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사업의 틀을 

만들고 사업화 시키는 과정이며, 진행과정 사업실적이 있는 예비 사업자에 한하여 ‘서울

❏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의 지원 운영방안

○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지원

  ‘서울시 열릴 글로벌교육’을 통한 사업실적 심사이후 실제 사업을 영위와 진행하는 기업을 대상

으로 지원하며, 국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해외 수출 기준으로 지원한다. (해외 물품에 대한 수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금 알선

    

<그림 3> 중소기업청 기업마당 홈페이지 지원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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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창업자금 지원은 2016년 9월 기준 약 130건의 사업명이 있으나 이중 글로벌 

창업에 필요한 사업명은 약 1%이내이다. 이에 서울시민의 글로벌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의 해외글로벌 창업지원 자금 대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 지원 제안

- <그림 3>의 사업지원외 특별자금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타 사업으로 발생된 

경비는 사업에 간접비용을 제외한 직접경비만을 지원한다. (부당 취득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 교육지원 :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교육 및 활용                  

  ㉯ 수료자 자금지원 : 시설자금(사업자당 2억원 이내)

운전자금(사업자당 1억원 이내)                               

  ㉰ 글로벌 인턴쉽 참여자 : 시설자금(사업자당 3억원 이내)

운전자금(사업자당 2억원 이내) 

○ 특허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자에게 특허는 경쟁사로부터 기술도용 방지 뿐 아니라 사업자의 정신적 창작

과 산업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림 4> 특허청 키프리스

  하지만 최근 특허청의 키프리스를 통하여 초보자도 쉽게 특허를 온라인으로 신청·출원 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안내도 자세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추가적인 서울시 자금 출현으로 지원

하는 것보다 교육 및 컨설팅 (월 1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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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인턴쉽 교육

  창업이전 해외 시장조사 및 현지 환경을 익히고자 하는 예비 글로벌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계된 

해외 기업·기관에 3~6개월 단위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림 5> 해외연계 인턴쉽 운영

○ 유통 판로 지원

- 브랜드 공동 홈페이지 활용 

서울시 글로벌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로를 지원함으로서 초기사업자들의 상품공급 해결

과 판로가 없는 글로벌 지원사업으로 배출된 초기사업자들의 판로를 해결할 수 있어 폭넓은 

광고홍보와 유통채널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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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창업센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방식  

<그림 6> 홍보/유통/판촉의 플렛폼 구조

- 해외 전시 참가                                                              

<그림 6>의 서울시민을 통해 판매 검증된 ‘우수판매 제품’과 특허등록, 시제품 개발 완료된 

상품의 경우 입소자의 해외전시 참가 자격을 주어지며, 전시의 비용은 ‘1)-다)-지원제안’금액 

안에서 사용 한정한다. 

<참고1> 해외무역 박람회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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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글로벌 사업자 육성

- 서울시 글로벌센터에 상품지원 신청하는 서울시민은 “<그림 6>”을 통하여 재고부담 없이 다양

한 경험과 국내외 사업의 경험을 익히며, 이후 예비 글로벌 사업자로서 확대 발전될 수 있다.

- 선발방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민을 기준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 및 예비 글로벌사

업자 대상

- 육성방향: 사전경험을 통한 창업인턴쉽의 상품지원을 통해 유통사업자의 재고부담을 없애고 

창업경험을 높이는 보다 실무적인 교육으로 폐업률을 낮출 수 있다.

•상품지원 : 서울시 글로벌센터에 입소자가 개발한 시 제품

•교육지원 : 쇼핑몰 시스템운영, 그래픽, CPC광고, 온라인마케팅 기타

•육    성 : 예비 글로벌 사업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품의 다양성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가격 최저가기준 정찰가격 마련으로 사업자 간의 출혈경쟁을 완화시

킨다. 

○ 컨설팅 지원

- 서울시 열린 글로벌 교육 신청자

→ 서울시 글로벌센터에 입소를 위한 컨설팅

- 예비 글로벌 사업자 (유통사업자)

→ 등록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컨설팅 및 연계

- 서울 글로벌센터 입소자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세무, 특허, 판촉, 자금 등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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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정책 및 부처별 시행계획 등을 종합해보고, 이러한 시책들의 

성과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평가를 분석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정책들이 최근의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어 많은 부처에서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는바, 그동안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연구들을 통해 각종 해결과제와 개선방안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이 실행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 기관별 정부시책이나 

사업예산의 조율도 필요하고, 현장 서비스기간들도 상호 연계 협력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낙 여성문제, 가정문제, 일가정 양립문제, 직장에서의 남녀평등 등 여성문제의 해결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작은 시책들로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을 까 염려된다. 

  따라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

는 미시적인 접근보다 큰 그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짧은 기간과 몇차례 포럼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차원에서 매우 단편적인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포럼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함께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재취업문제를 연구한다면 실행가능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대안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색인어
한글 : 여성,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취업, 창업, 지원제도

영어 : career discontinuity, cut off career women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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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여성들이 과거와 달리 남성 전유의 분야까지 다방면에 진출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특유의 심성과 능력에 따라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실태로 직장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과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이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되어 관련 법률과 관련 

조직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시책이 지속 시행됨에도 불구

하고 성과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평가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재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점검해보고, 또한 그 시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연구보고서들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정보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사

업 현황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문헌정보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각 부처 자료, 경력단절여성 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책 지원사업 

및 경력단절여성의 실태 혹은 수요,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고,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정책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정책 기본 방향,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창업 지원제도, 정보제

공 등 지원제도”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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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정책 및 지원제도 현황과 문제>

  경력단절여성 정책 및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많은 

연구보고서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결혼, 임신·출산, 육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교육 등과 같은 

돌봄의 이유가 있으면서도 이와 함께 직장 내 근로 시간 및 보수 등의 작업여건 불만족, 직장 내 

차별 및 성희롱, 직장의 휴업 및 폐업,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현실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유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 및 서울시가 그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주요 영역으로 확대하고 추진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경력단절 예방

의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부문이 함께 나서지 않는 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연구문헌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포함하는 주요 기본계획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고, 업무계획수립 및 점검 기간이나 실태조사 기간이 사회변

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만큼 신축적이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즉, 법규상의 계획수립 및 점검 관리 

기간, 조사 및 연구개발 관련 항목에 대하여 더욱 구체화하고 그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도 사용자로부터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비용 증가, 근로자로

부터는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취업유형과 개발 경로의 

개발, 아울러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취업 미스매칭의 해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양한 민간 및 공공 여성직업훈련기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의 직종 및 직무에 대한 훈련 전문성, 공공의 경력단절여성 분야 

특화 및 원스톱 종합지원 기능 등에 대한 체계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단위의 

지역 여성경력단절 지원센터와 더불어 경력단절여성 중앙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창업분야의 경우에는 여성 창업 및 교육이 여성의 심리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여성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 프로그램의 경우도 비교적 단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른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여성창업이 용이한 업종에의 집중 발굴,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특성

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 및 상대적인 자금조달의 애로

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 및 관련 정보 들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 및 정보 전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종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요약해본다면, “첫째,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과 제도 필요, 

둘째, 자발적 혹은 제도적 차원의 기업(민간)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창출, 셋째, 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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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넘어서 경력단절여성의 삶의 질을 고려한 성과평가가 필요, 넷째, 여성에게 맞는 전문적 직종 

개발과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 다섯째, 학력 및 연령대, 연령대 내에서도 개별 특성(비혼, 기혼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력단절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정책의 개발, 여섯째,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개발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관행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의 잘못된 성차별적 인식

을 제고하여야 하며, 여성 스스로의 자기개발과 더불어 직장 내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경력개발 프로

그램의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결실은 현행법에 관련 문항

을 삽입 혹은 개정하는 작업이 뒷받침되고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

서 성평등한 직업의식이 심어질 수 있는 교육과 청소년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과정에서 성 평등한 

진로계획 및 직업관을 심어주어 그 효과를 배가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법규의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함을 주문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첫째, 다양한 부처의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3년마다 실시, 실태조사도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시행규칙이 아닌 법규에 명문

화, 둘째,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수립 활용 규정 및 실태조사 이상의 연구개발 규정을 신설, 셋째, 

혼인, 직장 내 차별 및 성희롱도 경력단절 사유에 포함, 경력단절 후의 재취업자도 경력단절여성의 

범위에 포함, 넷째, 기본계획 수립에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방법과 추진시기, 재원규모와 조달방

안을 추가, 다섯째, 여성가족부 차관 주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을 법적 차원에서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은, “첫째, 경력단

절 기간 및 총 근속년수를 고려한 재취업 유형과 경로 개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둘째, 공공 

여성직업훈련기관의 백화점식 운영 개편, 취미수요 교육기관과 취업수요 교육기관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전문 특화 분야 개발 및 표준화, 셋째, 취업의지가 높은 집단을 집중 지원하는 직업교육 실시 

및 취업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필요 인재 파악 및 현장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 넷째, 보다 

장기적 경력 설계 지원과 함께 이직 또는 전직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다섯째, 민간 여성직업훈련기관

은 직종별 훈련분야 전문성 발휘, 공공 여성직업훈련기관은 경력단절여성 훈련분야 전문성 발휘 및 

취업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종합기관으로 발돋움, 여섯째, 경력단절여

성 지역지원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중앙지원센터를 운영, 일곱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도 안

정된 일자리 발굴과 더불어 근로자의 여건 및 수요에 대응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유연한 인사규정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준비 단계에서는 훈련 및 취업지원기관

이, 취업이후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이 실질적인 지원 장치 및 제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

다. 이는“첫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교육훈련기관 내 영유아 보호시설 설치 혹은 현행 보육 및 

아이돌봄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 둘째, 직종이나 직무의 성격, 협업의 정도 및 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근무제도 마련하거나 도입을 지원하고 유도, 이는 비단 여성에 한정되기보다 작업장의 시간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설계, 셋째,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나 대체인력 활용 등의 제도 개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간과 직장생활의 연계성 강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산･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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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넷째, 노동시장의 분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

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서로를 독려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로서 기업연대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등을 제안하고 있다. 

  창업지원사업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은, “첫째, 여성 창업 및 교육은 여성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먼저 여성창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

가정신 함양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 및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전문적이

며 실전 위주의 맞춤형 창업교육을 강화, 둘째, 제조업 중심의 기술창업에 비해 여성의 장점을 살려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에 주력, 셋째, 여성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

하는 창업 프로그램이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여 여성창업이 용이한 업종 발굴, 경력

단절여성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실무 지원, 창업 자금 지원까지 연계된 체계로 개선 및 개발, 넷째, 

창업이후 기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겪는 자금조달 애로를 위해 여성지식기술창업전용자금의 설정 및 

신용보증 지원 확충 방안도 검토, 남성 중심의 기업 활동 및 접대문화 등 애로요인 완화 방안 마련 

필요”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구인 구직 정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인재은행 DB,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 시스템 구축으로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상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교육 및 정보전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Ⅴ. 연구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먼저 지금까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화되어 왔고, 그 

실행과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다수의 공과

를 제시하기 보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점을 양지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

다. 추후에는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많은 기관과 기업간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

다. 또한, 문헌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분류하여 제시하는 정도의 보고서로써 정책입안 

과정에서 살펴보고 참고하는 정도의 자료로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되며 추후의 연구에서는 여기

서 나타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행과제로 도출하기 위한 내용개발과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타당성 분석으로까지 이어지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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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단절여성의 실태

  관련법1)에 의하면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

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고용률은 49.5%로 남성의 고용률 71.4%의 약 70% 수준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8만2천명

(29.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32만1천명(16.4%), 경상남도 12만6천명(6.4%) 순으

로 나타났다2). 서울의 경우,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17.3%, 13위) 및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43.1%, 14위)은 전국평균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표 1>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

(단위 : 천명, %)

시   도

기혼여성(A) 비취업여성(B) 경력단절여성(C)

구성비 구성비　
비율

(B/A)
구성비

비율

(C/A)

비율

(C/B)

합   계 9,713 100.0 4,063 100.0 41.8 1,955 100.0 20.1 48.1
서울특별시 1,856 19.1 745 18.3 40.1 321   16.4 17.3 43.1 
부산광역시 630 6.5 266 6.5 42.2 116 5.9 18.4 43.6 
대구광역시 477 4.9 198 4.9 41.5 100 5.1 21.0 50.5 
인천광역시 585 6.0 241 5.9 41.2 114   5.8 19.5 47.3 
광주광역시 301 3.1 125 3.1 41.5 66 3.4 21.9 52.8 
대전광역시 307 3.2 131 3.2 42.7 69 3.5 22.5 52.7 
울산광역시 241 2.5 127 3.1 52.7 73 3.7 30.3 57.5 

경기도 2,515 25.9 1,132 27.9 45.0 582 29.8 23.1 51.4 
강원도 276 2.8 109 2.7 39.5 46 2.4 16.7 42.2 

충청북도 294 3.0 116 2.9 39.5 58 3.0 19.7 50.0 
충청남도 388 4.0 153 3.8 39.4 81 4.1 20.9 52.9 
전라북도 322 3.3 133 3.3 41.3 49 2.5 15.2 36.8 
전라남도 296 3.0 106 2.6 35.8 54 2.8 18.2 50.9 
경상북도 471 4.8 184 4.5 39.1 87 4.5 18.5 47.3 
경상남도 643 6.6 264 6.5 41.1 126 6.4 19.6 47.7 
제주도 109 1.1 32 0.8 29.4 14 0.7 12.8 43.8 

＊자료 : 통계청, ‘201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014.1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2조 제1호
2) 서울고용노동청, ‘경력단절여성･시간선택제일자리 수요 등 주요 통계’, 14.1.2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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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력단절은 30~50대의 기혼 여성에서 크게 발생한다. 남성은 기혼(유배우)이 미혼(이혼, 

사별 포함)보다 고용률이 높은데 반해, 여성은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기혼 58.2%, 미혼 76.0%)한다. 

기혼 남성은 30~50대 전 구간에 걸쳐 매우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나, 기혼 여성은 가장 낮은 고용률 

지속한다. 특히, 기혼 여성은 30대에 경력단절이 된 이후에 미혼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 인구의 절반 정도가 비경제활동 상태이며, 이는 고용률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한다. ’15년 기준 15세 이상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48.2%(10,585천명)로 남성 26.2% 

(5,519천명)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모습이

다. 특히, 중졸 이하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전문대 이상의 고용률이 낮게 나타나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 경력단절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고급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 하여금 여성의 고용률 향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일·가

정 양립 개선이라는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원인이 되었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제가 또 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여성의 학력수준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양질의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저 활용되고 있는 낭비의 반증이며,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저 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 활용의 극대화는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요

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3).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M곡선 혹은 L곡선을 

든다. 20대 초 중반부터 증가하다가 30대 초반부터 극단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게 

되고, 임신·출산·육아 등 자녀양육의 초기 돌봄기가 완료되는 40대에 노동시장에 복귀한다. 고학력 

여성인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탈되고 이전 전문성과 임금수준, 가계 경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동하

여 재진입이 사실상 어렵거나 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4). 이것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노동시장 이탈이

라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임신·출산 및 육아, 돌봄과 

같은 생애주기적 선택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선택(책임)의 문제”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5).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성이 가계를 책임지는 문화와 주 소득원인 경우가 많아,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대부분 여성에서 발생한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

(36.9%), 육아(29.9%), 임신‧출산(24.4%) 순인데, 이는 장시간근로 문화, 직장 내 눈치 보기, 보육시

간과 근무시간의 연계 부족 등 실제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자도 

대부분 여성이며,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 중 4.5% 수준에 

불과하다. 일단 경력단절이 발생하면 재취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연공서열식 기업문화 또는 인사시

스템 속에서 30대 후반～40대 여성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어렵고, 특히 기업에서는 여성을 경력직

보다 신입 직원으로 주로 채용한다. 또한 상위직급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3) 최민정(2015),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원, pp.62-73.
4) 김영옥･오은진･한지영(2014)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9-71
5) 김종숙 외(2011),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과 복귀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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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경력을 인정받고 입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 실업자 대부분은 창업보다는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 78.2%, 시간제 21.8%로 나타난다. 특히, 

40대(32.4%)와 60세 이상(37.5%)에서는 상당수가 시간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시간

제근로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OECD 33개국 중 25번째로 

낮다.

2. 연구 배경 및 목적

  이러한 여성고용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유럽 복지국가들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과제이다. 2000년 유럽 이사회는 ‘성장과 고용을 위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for 

Growth and jobs)’으로 201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여성 고용률을 60%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공식화한 바 있다. 2000년 EU 15개 국가의 평균 여성 고용비율은 57.8%였는데,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여성고용률이 64.5%로 나타나 6.7%p의 증가를 보였다6). 또한 2010년에는 새로운 

10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A European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제시하면서 ‘고용, 혁신, 교육, 사회통합, 기후/에너지’에 관한 다섯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

다. 고용과 관련해서 보면, 20세~64세의 고용률을 75.0% 이상으로 높이고, 특히 여성들을 노동시장

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7)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계적으로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까지 활용하지 못한 자원, 즉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혁신을 필수로 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핵심이다. 경제성장률은 성평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35)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에서도 성 격차 해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로서 이슈가 되고 있다.8)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증가하였다.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 47.0%이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년 51.3%로 증가하였으며, 서울

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6.8%에서 2014년 53.7%로 높아졌다. 하지만 50%의 여성이 

일생동안 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들은 생애과정에서 경제활동인구

와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지위 변동을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이 발생한다. 여성들 대부분

의 비경제활동 사유는 육아 가사에 기인하는데, 따라서 이들은 육아가 끝날 때 까지 상당기간 비경제

활동 상태에 머무르게 되며 육아기 이후에 노동시장에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기술 숙련도의 마모 및 

제한된 구직정보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부분 하위직종의 직업으로 재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는 경력단절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경우 자신의 인적자본이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고용상태 및 직종, 업종, 임금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은 오랜 기간 여성고용정책의 화두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 국미애･이현주(2015), ‘서울시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 분석을 통한 지속고용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p199-210

7) 김영미(2014),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및 노사정의 역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발표자료
8) 조선주･박수범･장윤선(2014),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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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경력단절은 여성들 내부의 특성에 

따라 그 경험의 계기와 깊이, 굴곡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초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초반에는 84.1%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지만, 35세~39세

에 최저점을 보인 이후 그다지 회복되지 않는 L자 곡선을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초대졸이상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고용률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경력단

절을 겪은 여성들이 좀 더 빠르게 노동시장 이행 준비를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1인 창업을 포함한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를 서울창업포럼 지원사업분과의 

과제로서 포럼위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 절차 및 주요 내용

  본 연구 주제인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작업을 위하여 문헌정보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지원사업 개선방안’

을 정리하였다. 문헌정보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각 부처 자료, 경력단절여성 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 

언론의 보도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문헌정보의 내용은 “사업 및 경력단절여성의 실태 혹은 수요, 

만족도 등을 파악한 설문조사,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에 관한 안내자료, 지원사업 현황분석 및 개선방

안”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책 기본 방향,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창업 지원제도, 정보제공 등 지원제도”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

였다.

<그림 1> 연구절차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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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 분석

가.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정책 추진 현황 및 문제 분석에 있어서 먼저 그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중심으

로 경력단절 여성의 요구 및 니즈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011년 6월 기준 지난 1년 동안 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경력단절사유(결혼, 임신·출산, 육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교육)와 일반단절사유(시간, 보수 등의 작업여건 불만족, 직장의 휴업 및 폐업, 명예 조기

퇴직, 정리해고)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9)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는 경력단절사유(37.5%)에 비해서 일반단절사유(62.5%)가 훨씬 더 여

성이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사유(17.2%)에 

비해 일반단절사유(82.8%)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단순히 

임신·출산, 육아 등 협의의 경력단절사유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현실(불안정한 임금과 근로

형태 등)로 인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서울시 초대졸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 및 정책요구를 파악하고 정책 방안을 연구10)한 

보고서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경력단절여성이 누구로 상정되어 있는가?’, ‘경력단절이 어떤 사건으

로 전제되어 있는가?’, ‘경력단절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동일분야

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여성들에 대한 비교조사를 통해 경력유지가 가능했던 배경을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 여성들이 자신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여성의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와 직관적으로 결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직관

적으로 인식되는 경력단절의 이면에는 경영악화나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이 

여성노동자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었다. 또한 위계적인 조직분위기나 상사와의 

갈등, 부당대우, 업무과중이나 부서이동에 따른 근무환경 악화 등은 여성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잦은 야근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찾을 수 없어 전직을 위해 

퇴사를 결정한 여성들은 자신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시 진학을 하거나 다시 무언가를 배우

는 과정에 들어가 있었다. 비전을 찾을 수 없었던 배경에는 같은 회사 내에서도 학력이나 업무에 따르

는 위계적인 분할 구조, ‘선배언니’들을 보며 나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할 수밖에 없던 환경, 내부 승진 

9) 김태홍 외(2012),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Ⅲ): 여성고용구조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5∼176
면 참조

10) 국미애･이현주(2015), ‘서울시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 분석을 통한 지속고용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
단, p199-210

2 지원사업 현황분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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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랫동안 근무할 동인을 갖기 어려웠던 환경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임신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의 경우 사직을 강요받아 소송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서 

살펴본 보고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성 스스로에 기인하는 일반적인 경력단절사유보다는 노동시장

의 구조적인 현실에 기인하고 있음을 적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여성능력개발원을 통하여 22개 직업훈련기관을 이용한 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파악11)한 바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여성은 육아 등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가운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은 1,071명(54.4%)으로, 이중 과거에 일한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은 968명(49.2%)이었다. 그리고 이들 경력단절여성이 일했던 평균 기간은 8.4년이고, 경력단절 

기간은 4.5년으로 조사되었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➀일보다 자녀양육과 가사 일이 

중요해서(18.9%), ➁결혼·임신·출산으로 퇴사하는 사회분위기와 압력 때문에(16.0%), ➂자녀를 

양육할 시설, 보육 전담자가 부족해서(11.1%)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사결과 서울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84.7%(매우 원함 49.8%, 원함 34.9%)가 지속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➀경제적(생계유지, 가계보탬) 때문(52.5%), ➁나의 발전 및 자아실현을 위해

(37.7%)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생각이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86.9%에 달해, 서울 여성의 취업 욕구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절반 이상(58.0%)이 ‘보수나 승진보다 일·가정 양립이 쉬운 직업을 선택하겠다’

라고 응답해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여성(46.3%)에 비해 기혼여

성(60.4%)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 중앙정부 정책 추진 기본계획 및 성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4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여성

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으로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제7

조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13조에는 “경력단절여성지원센

터”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제1차 2010~2014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

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하였다. 1차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은 첫째,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둘째,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셋째, 출산과 육아 시기 여성의 경력단

절 현상 지속, 넷째, 사회서비스 부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부진 등이 제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저출

산 극복과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으로, 정책목표는 

“여성 전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 기회 제고(2014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0% 달성)으로, 기본방향

11) 서울시, ‘서울여성 평균 경력단절 45년’, 13.7.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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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동시장 재진입 여건 개선,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외에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청 등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표 2> 제1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내용

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취업지원기관 기능 활성화
- 취업연계형 돌봄서비스 지원
- 창업지원 확대
- 훈련 및 취업 기회 확대
- 고용복지의 연계 강화

⑵ 돌봄 ･ 고용 연계 인프라 구축
-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정책 지원

⑶ 일 ･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일자리 확산 지원
- 유연근무제 확산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⑷ 경력단절 해소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 일･가정 양립 가족･지역환경 조성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기적 연구
-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1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등 취업 지원 인프라의 구축,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확충,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여성친화적 고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민관협력 실천 기반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활성화 기반 조성, 그리고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및 정책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정책의 점검･ 환류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한계 및 향후 과제로

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개선 미흡, 자녀돌봄서비스 및 모성보

호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용의 실효성 제고 미흡, 일·가정 양립 환경의 실질적 정착 미흡 등이 

제시되었다.

  1차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중앙정부는 2014년 10월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

계획(2015~2019)을 발표하였다. 2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로 두고 다음과 같이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3> 제2차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내용

⑴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 청년 ･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강화
-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⑵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 체계화 
- 다양한 분야의 여성일자리 확대

⑶ 보육 ･ 돌봄 인프라 강화
-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실효성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등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

⑷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협력체계 구축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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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기본계획의 성과는 1차 기본계획에 비해 경력단절 예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1차 

기본계획이 정책 목표를 경제활동 기회 제고로 설정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0% 달성을 명시했던 

것에 비해, 2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신규영역으로 설정하여 청년･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취업

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강화,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제활동 지원을 진입(Recruit), 

지속근무(Retention), 재진입(Re-start), 대표성(Representation) 등 4개로 범주화하고 다음과 같

이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진입(Recruit)과 관련해서는 진로교육이나 멘토링 등을 통한 청년여

성의 취업역량강화가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고, 지속근무(Retention) 지원을 위해서는 재직여성을 위

한 고충해소 등 종합지원서비스와 자동육아휴직 확대, 대체인력 확보 지원,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어린이집 확충, 가족친화기업 확산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었다. 재진입(Re-start) 지원을 위한 주

요 과제로는 리턴십 및 인턴십 확대, 전문기술 훈련확대, 창업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조건개선 및 민간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대표성(Representation) 

면에서는 여성관리자 확충, 여성고위직 및 관리직 현황 공시 도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실효성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확대 방안

이 제시되었다.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에 비하여 노동시장 진입 지원부터 관리직 진출 지원까

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OECD 국가와의 비교에 주목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의 노동시장 초기 진입은 양호

한 편이지만 출산･육아 시기를 기점으로 경력유지가 어렵고, 경력단절 후 재진입의 기회가 취약하며, 

고위직･관리직으로 진출하기가 어렵다고 진단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진입 자체가 양호했음에도 고

용이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진입의 양적 수준뿐 아니라 질적 수준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는 2014년에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

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여성고용대책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이러한 방안들의 후속대

책으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여성 고용률이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락한다

는 점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경력단절의 원인으로는 첫째, 모성보호제도 활용 미흡이 꼽혔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

도가 마련되어 있고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제도 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취업모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 꼽혔다. 무상보육 실시 등 보편적 보육지원 확대에 집중한 결과 보육과 고용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취업모가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기 어려운 구조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지속시킨다고 진단되었다. 셋째, 초등돌

봄교실 등의 부족 및 수급 불균형에 따른 운영상 비효율이 꼽혔다. 여성의 취업 등으로 인해 신규수요

가 발생해도 학기 중에는 참여가 어렵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며, 지역별･사업별 수급 불균형 및 

지원 대상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되었다. 넷째,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부족과 일･가정 양립

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미흡이 꼽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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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전공이나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하고, 고용률이 낮은 30대 여성보다 40대 이상

의 이용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 하에 아래와 같은 생애주기별 주요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표 4>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추진과제

생애주기 주요과제

임신 출산

- 두 번째 육아휴직 이용자 급여 인상
-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 민간･공공부문 대체인력뱅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영유아

- 시간제보육반 등 시설보육 다양화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 아이돌보미 이용단가 현실화로 공급 확대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취업모 우선 제공       

초등
- 희망 아동 모두 초등돌봄교실 이용
- 보육･돌봄협의체 구성해 연계 강화

재취업

- 고학력 경력단절 대상 리턴십 도입
- 유형별 새일센터 설치, 전문직업훈련 강화
- 취업여성 고용유지 지원･관리 강화
- 시간선택제 채용･전환 활성화, 보호 강화

고용문화

- 민간 스마트워크 활성화
- 일하는 방식 개선 캠페인 실시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제고
- 여성인재 육성, 민관협력 강화
- 일･가정 양립 지표 체계 구축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

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기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유형별 세일센터를 설치하여 

경력 및 일정수준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폴리텍과 연계하여 전문 직업훈련을 강화

하였는데, 2013년 17개 과정에서 2014년에는 40개 과정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

취업지원을 위해 ‘리턴십’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여성맞춤형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에서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등 고용과 복지의 연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돌봄 고용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등 일하

는 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 직장보육시설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방안 외에 보육시

설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의무화

하여 평가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을 확대하여,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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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 2학년, 2015년에는 3,4학년 2016년에는 5, 6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일 가정양립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확충하여 2014년 10월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비정규직과 육아휴직 

전후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체인력뱅크를 구축하

고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하여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자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 선택시 최대 2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14년 10월부터 육아를 위한 단축 근무시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채용박람회를 권역별로 개최

하고,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간의 전환을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 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성위

주의 장시간 근로체계를 일 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스마트워

크 센터’ 2개소를 시범운영 지원하고자 2014년에 20억원을 책정하였고 기술개발 표준화 등 스마트워

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함게 민관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여성 고용문화를 개선하고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미이행기업 명단 공표제를 2015

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일 가정 양립 가족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정기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회의 등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별로 ‘지역여

성인력개발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100명 

이내로 구성된 ‘여성인력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발표하였으며 관계부

처의 협업을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고용률 70% 추진 점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 서울시 정책 추진 기본계획 및 성과

  서울시는 2014년 여성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4개 주요 영역의 하나로 경력단절 예방

을 설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청년여성의 실업률 증가, 30대 초･중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지속, 고령

여성 일자리의 불안정과 열악함 등이 고려되었다12). 또한 비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 살림’뿐만

이 아니라 ‘일자리 살림’, ‘마을 살림’, ‘일터 살림’에도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

입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추진계획의 비전은 ‘마을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는 ‘여성살림’ 일자

리’로 정하였고 목표는 ‘틈새까지 메우는 일자리, 튼튼하고 좋은 일자리’라는 표어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기관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새롭게 운영을 

12)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2014), ｢2014 여성일자리 종합 추진계획｣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155

시작한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그리고 원스톱 직장맘 노동복지서비스 허브를 표방하며 201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일･가족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특히 기업의 

일･가족 양립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둔 ‘서울시일가족양립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실행되고 있다.

<표 5> 서울시 2014년 여성일자리 종합 추진계획

추진과제 주요내용

⑴ 경력 살림: 단절 예방

-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 여성친화 1촌 기업과 MOU 체결로 일자리 협력망 구축
- 시간제 보육 활성화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확대
- 서울시 청년여성 멘토링: 신나는 자매
- 청년여성 ‘좋은 일자리 발굴단’
- 결혼이민여성 맞춤 일자리

⑵ 일자리 살림: 이어주기

- 사회서비스 일자리 강화
- 여성의 경력별･직종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인턴십으로 ‘다시 일하는 여성’ 양성
- 여성일자리 테마 박람회
- 직업훈련 강사뱅크

⑶ 마을 살림: 취미를 일로

- 여성 협동조합 활성화
- 여성 공예･창업 허브센터 설치
-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판로 지원
- 전문창업 교육과정 운영

⑷ 일터 살림: 구석구석 행복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 여성노동옴부즈만 확대
-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 공공･민간 핵심리더 아카데미 운영
- ‘착한 소비자･착한 사업주’ 캠페인 전개

라. 정책 추진 현황 문제 분석

  먼저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13)’에 의하면 ‘경력단절’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의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의 대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

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의 적용범위대상이 누구이며, 정책대상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14). 또한 경력단절의 범위를 여성의 노동생애주기 상 ‘임신 

출산 및 돌봄’과 관련된 사유만 한정하여 경력단절여성을 동일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동법에 따른 경력단절예방 및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또 다른 사각지

13) 김영옥･오은진･한지영(2014)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9-71

14) 김종숙, 이택면(2011), 경력단절의 임금손실 추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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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발생할 수 있다. 경력단절은 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경력단절 사유 외에도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복합적이고 중층적 사유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탈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법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즉, 경력단절여성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을 사유로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임금·승진 배치·교육 

훈련·해고·퇴직 등 직장 내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관련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근로조건 불만족·직장의 휴업 및 폐업·명예퇴직·정리해고 등과 같은 경우 등 비자발적으

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15) 그동안 여성의 학력수준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의 약 70% 수준에 불과한 것은 양질의 여성인력이 노동시장

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한다. 더욱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활용의 

극대화는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결과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대부분은 일과 가정

의 양립 도모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여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주된 요인은 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적 특성

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

여를 가로 막는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강구가 요청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력단절 예방이 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가시화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변화

가 경력단절 예방의 실질적 효과로 단시간 내에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력단절 

예방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이 함께 나서지 않는 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성일자리 정책은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교육 지원 중심으로 인식되

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정책의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의 변화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일정한 시간과 기반 조성

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 여성일자리 추진계획의 주요 영역으로 경력단절 예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2013년까지는 여성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주요 방향 

하에 직업교육을 통한 재취업 지원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2014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성이 다소 옅어지면서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재직여성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경우도 2차례에 걸친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과제 실천 등은 경력단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양한 상

황들을 정책에 포함하고 주요 방향을 조금씩이라도 전환해가려는 시도로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정책 

모두 유의미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이 보다 적극

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주로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우 지금 제공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아이 보육 문제 때문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아이를 맡기고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상당

15) 한국여성민우회(2013), ‘경력단절’ 여성은 누구인가? 현실과 어긋난 정부정책의 방향키를 다시 잡다,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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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부담이 크기에 대상자의 실정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재취업이 된 이후에도 육아는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유연근무나 단축근무, 재택근무 등 

여러 가지 옵션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공백 기간 동안 경력

을 쌓고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여성들이 다시 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 공급과 정보가 제대로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적절한 매칭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명한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 분석

가. 일자리 관련 문제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 분석에 있어서도 먼저 그간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수요에 대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의 여성 1,500명(미취업 

1,000명, 취업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16)에 의하면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여성의 84%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시간선택제 일자

리란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미취

업여성 및 취업여성 모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취업 의사가 있는 

미취업여성의 취업 희망 근로형태는 시간선택제가 8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취업여성 중 33.0%는 시간선택제로 전환 또는 이직 의사가 있으며, 대졸 이상 고학력 취업여성의 

수요(36.4%)가 고졸이하(28.2%)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은 시간선택제로 일할 

경우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1일 평균 5.12시간이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➀자녀보

육·교육(40.6%), ➁개인시간 활용(21.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희망하는 월 임금수준은 

80∼100만원(39.5%), 100∼150만원(25.0%), 50~80만원(23.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희망

하는 직종은 서비스(33.3%), 사무직(33.1%), 단순노무직(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자리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➀일가정 양립 가능성(42.3%), ➁자신의 능력과의 부합성(22.2%), 

➂근무시간 조정가능성(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시간선택제 희망 사유로는 자녀보

육·교육(58.2%), 여가시간을 갖기 위해(19.4%), 학업 등 자기개발(15.8%) 등의 순이며, 시간선택제

로 전환시 애로요인으로는 5점 척도 기준으로 ➀임금 감소(4.12), ➁승진·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

(3.62), ➂중요도 낮은 업무 배정(3.30), ➃고용불안(3.24)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복수응답)으로는 미취업여성의 경우 ➀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55.7%), ➁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42.8%), ➂보육시설 및 취학아동 돌

봄서비스 확대(18.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취업여성의 경우 ➀보육시설 및 취학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58.6%), ➁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38.0%), ➂시간제 일자리 확대(2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6) 고용노동부, ‘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여성의 84.0% 시간선택제 선호’, 13.1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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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국의 만 25~49세 대졸이상 비취업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17)에 의하면 결과를 살펴보면 비취업 기혼여성의 90% 이상이 ‘괜찮은 시간선

택제면 취업’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은 시간당 임금 수준(34.1%), 근무 시간대(29.7%), 일에 대한 내용 또는 업무 성격

(15.1%)’ 순이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희망 임금 수준은 150-200만원(35.8%), 100-150만원

(35.0%), 200만원 이상(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력단절여성들이 선호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주요 근무형태는 매일 출퇴근(46.7%), 주 3일(25.3%), 격일 출퇴근(15%) 순이었으며, 선호

하는 근무 시간대도 9시 출근(48.3%), 10시 출근(44.3%), 5시 퇴근(36.3%), 6시 퇴근(23.8%)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아 경력단절여성들은 정상 근로제와 유사한 근무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중앙정부 차원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제도 현황파악

  노동부는 1999년부터 취업할 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주부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단순서비스 및 틈새직종 등 고용수요가 있는 직종을 선정, YWCA, 종합사

회복지관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1~4주 과정의 단기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수료 후에는 훈련기관

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해 취업알선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영유아

생활지도원, 의류수선원, 문화재해설사 등 ‘주부취업유망직종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87.3%의 취업률

을 나타내는 등 매년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훈련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의 ‘여성가

장실업자 취업훈련’은 저학력, 무기능으로 취업이 어렵고 생계유지 부담으로 정규 직업훈련참여가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실시한 특별직업훈련이다. 대상은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는 여성, 배우자가 

구직신청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여성, 이혼소송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 중인 여성, 기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여성이다. 교육내용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전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취･창업이 용이

한 분야(베이비시터, 텔레마케터, 한식 조리 등)를 중심으로 1년 이내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훈련기간이 3개월 이하로 단순 직종 중심으로 훈련이 이루어졌으나, 2002년부터 훈련기간

을 1년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전문직 훈련을 포함하는 등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노동부의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하여 실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여성가장 실업자를 지방노동관서의 취업알선에 의해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12개월

간 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은 고용지

원센터 등에 구직신청한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1년간 540만원(최초 6개월은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30만원)을 지원하

는 제도이다. 2007년 5월 이후 사업이 시행되어 아직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편이지만, 경력단절 여성

의 고용촉진을 위한 유일한 지원제도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여성부의 ‘전업주부재취업지원’ 사업은 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17) 고용정보원, ‘대졸이상 비취업 기혼여성 96.3%, “괜찮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면 일 할 의사가 있다”, 13.1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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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교육대상은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제한 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여성이며, 전국 44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분야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였다. 2007년도에는 45개 센터에서 50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수료인원은 992명

(수료율 94.8%), 취업인원은 719명으로 취업률은 약 72.5%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165개의 여성

취업 유망 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복지, 보건, 문화, 교육분야 등 전업주부 

친화과정(예 : 사서도우미, 경리실무, 전문간병사, 역사문화체험지도사 등)과 유망분야 여성 진출 확

대를 위한 도전직종 및 중장년층 전문과정 등(예 : 여성버스운전사, CO2 용접기능인, 자동차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사업은 결혼･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난 경력단절여성 및 

능력개발 후 취업하고자 하는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7년도에는 58개 기관에서 82개 과정

이 개설되었으며, 수료인원은 1,990명(수료율 97.0%), 취업자수는 1,470명으로 73.9%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교육내용은 100시간 이상의 직업전문교육과 6시간 이상의 취업대비교육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2008년에는 전국 58개 기관이 참여하여 80개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별로 기업체CEO,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경제단체 인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취업지원 및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취업 연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직업교육 수료 후 약 6개월까지 취업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사회맞춤형취업지원 사업’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특화

산업 및 취업유망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을 제공한 후 지역 산업체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224개 과정을 운영하여 총 6,369명이 직업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중 

3,59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2007년도에는 43개 대학에서 52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수료자수는 

1,389명(수료율 92.3%), 취업자수는  746명으로 취업률은 53.7%로 나타났다. 교육내용은 직업전문

교육(92시간이상), 취업대비교육(4시간), 직무소양교육(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훈련 수료 

후 약 6개월까지 취업이 지원된다. 2009년에는 대학특화과정 78개(장애인과정 2개 포함), 유망직종

과정 9개가 개설되었으며, 교육대상은 대학특화과정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유망직종과정의 경우 교

육직종 관련 전공계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직종취업지원’ 사업은 지식기반사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의 교육훈련을 강

화하여 여성 노동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직종 분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고학력 미취업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영화･영상･게임･출판 등 문화서비스산업, 고급 IT 

분야 등 전문직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관련 사업체로의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교육직종 

관련 전공 계열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와 유사 교육훈련 이수자 혹은 실무종사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직업전문교육(172시간이상), 취업대비교육(4시간), 직

무소양교육(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육훈련 수료 후 약 6개월까지 취업이 지원된다. 2007

년도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총 8개 기관 8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수료자수는 187명(수료율 

94.0%), 취업자수는 117명으로 취업률은 약 62.6%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9개 기관

이 참여하여 총 10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였다.

  여성부의 ‘비전통적여성진출분야’ 사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완화하고 직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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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과 고임금을 유도함으로써 여성 일자리의 질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을 대상으로 남성집중 직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관련 산업체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교육대상은 고졸이상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며, 교육내용은 직업전문교육(172시간이상), 취

업대비교육(4시간), 직무소양교육(4시간)으로 이루어져있다. 교육훈련 수료 후 약 6개월까지 취업이 

지원된다. 2007년도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총 2개 기관에 2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수료인원은 

50명(수료율 100%), 취업자수는 30명으로 취업률은 약 60.0%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3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3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였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2014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120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

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지정 지역을 위해 전국에 10개소의 ‘광역새일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코칭’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문대졸 이상 여성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은 대전, 충북, 전북, 부산 등 4개 지역이며,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역량개발에서 취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을 비롯한 교육훈련기관, 교육청, 산업체, 

고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기초교육과 직업전문교육, 직업현장체험까지 포함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서울시 차원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제도 현황파악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2007년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각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지역사회의 구인 수요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훈련은 30~40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프로

그램으로써, 지역의 구인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구인업체와 취업교육기관, 교육기관과 수강생간의 

협약을 통해 교육생이 과정을 수료한 후 협약업체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이다. 서울시의 경력

단절 여성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은 직업의식 함양 및 직업기초기술 교육 등을 다루는 

①직무소양교육,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면접 요령 등과 관련된 ②취업대비교육, 그리고 해당 

직종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③직업전문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8년 서울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교육 내용 중 직무소양교육의 평균 교육시간은 8.0시간(전체 

교육시간 대비 3.3%)으로 각 기관의 교육프로그램별로 최소 4시간에서 최대 23시간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교육 내용은 크게 ①직업의식 함양 및 목표설정, ②직업 기초기술 습득, 

③자신감 제고, ④본인의 특성 파악, ⑤재취업 성공/실패 요인 확인, ⑥직업관련 정보 획득 등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직업의식 함양 및 목표설정, 직업 기초기술 습득, 자신감 제고, 본인의 특성 

파악 등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 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활동들을 교육 전･중･후로 나누어 

살펴보면 크게 수료생 대상의 활동과 구인업체 대상의 활동들로 구분해볼 수 있다. 서울시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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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의 취업지원활동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8).

<표 6> 서울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취업지원 활동 종합 

시기 교육생 대상 활동 업체 대상 활동

교육 전
• 교육 이행 서약서 작성 통해 취업의지 고취
• 협약 업체 설명회 개최

•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취업 수요조사
• 취업 협약업체 구성 및 사전준비 

회의 실시

교육 중

• 1:1 개별 심층 상담 실시
• 협약업체 현장 실습 기회 제공
• 교육생 취업 동아리 구성 및 온･오프라인 활동 지원
• 과정을 수료한 취･창업자 초청 간담회 실시
• 특강, 심화교육, 자격접수 비용 지원 등 통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 설명회 개최

• 교육프로그램 홍보 활동
• 지속적인 수요처 개발

• 연구수업, 발표회, 전시회 등을 통해 교육생과 구인업체와의 직접적인 연결 기회 마련

교육 후

• 구직정보와 구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1:1 연결

• 수료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경력관리 지원
• 취･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 취업 후 정기적으로 적응상담, 생활상담 실시
• 췽업 후 업체 만족도 조사 실시
• 다른 업체 희망자의 경우 추천서 및 알선장 교부
• 미취업자 심층상담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지속적인 구직 알선
• 취업자 보수교육,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 상급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 제공

• 업체 담당자 대상 취업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애로사항 지원

• 미채용 구인업체 면담 및 원인 분석

  ‘여성의 경력별･직종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꾸준히 진행해왔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되, 신규 내용으로는 1개 기관이 1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함으

로써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심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해당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발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14년에는 총 22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교육인원은 465명, 수료인원은 41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취업인원은 

273명으로, 취업률은 65.3%이다. 이는 일반 직업교육훈련 수료자의 취업률(61.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 된다19). ‘여성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

적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협동조합 759개 중 여성 협동조합은 311개로 전체의 

약 41%로 추정된 바 있다20). 여성 협동조합 활성화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을 거점으로 네트워킹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활동가 중심의 멘토제를 운영하며 여성협동조합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18) 서영주 외 2인, 서울시 전문직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연구, 2009, P.50
19)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2015), ｢2015 여성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0) 김재민･김정희･조옥･서옥산(2013), 서울 여성협동조합 생태계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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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다. 서울시에는 협동조합 촉진자(퍼실리테이터)가 활동 중이다. 또한 서울형 여성협동조합 모

델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에는 여성협동조합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설립 

준비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50개의 여성협동조합 설립 준비단을 지원하였다21). 2015년에는 

협동조합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여성협동조합 비전설계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으며, 

여성협동조합 준비단은 40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예분야 판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예분야 

협동조합 설립 준비단을 10개 육성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여성리더 육성 교육과정은 협동조합의 일반

적 이해, 국내외 사례 이해, 서울시 및 정부 지원정책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 경영마인드 

이해, 네트워크 관리, 인문학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총 4회 진행 예정이다. 여성협동조합 비전설계 

워크숍은 기존의 설립 준비단이 조합의 비전과 구체적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 

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경기도에서 실시중인 ‘경기여성뉴딜’사업은 경력단절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업조건이 취약한 여성에

게 맞는 일자리 찾기 지원 및 창업능력 제고,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스탑 종합취업지원 시스템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0~55세 미만 

여성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여성이며, 수원권역, 안양권역, 성남권역, 의정부권역 등 4개 권역의 여성

능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 여성교육훈련기관에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8주간 56시간 집단 및 개인상담을 통한 개인밀착상담을 실시하며 

구체적으로는 자기탐색, 목표설정 및 자기관리, 구직기술 향상, 사회생활 적응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

다. 2단계에서는 전문교육 및 맞춤형 인턴근무를 실시하며 인턴근무 시 개인에게 인턴수당 80만원이 

지원된다. 마지막 3단계는 취업지원으로 교육기관별로 취업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하여 교육 수료 후 

1년 간 집중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4기수를 모집하고 기수 당 80명씩 총 320명에

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 문제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정부 차원의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은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취업지원정책으로는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임신과 육아로 경력단절에 놓인 여성들의 고용률 

증가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돌봄서비스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 보육지원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 취업욕구

조사22)에 의하면 취업 및 창업 시작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직업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여성취업지원기관 활용 비율은 4.4%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난다.23)

  또한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여성 비율은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

21)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2015), ｢2015 여성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2) 김영옥･오은진･한지영(2014)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9-71
23) 관계부처 합동(2010), 2010∼2014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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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등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단절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0대 여성의 이용률이 낮아 경제활동참가율 개선효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2016년 9월 현재 전국의 새일센터는 151개소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28개, 부산 10개, 

대구 4개, 인천 8개, 광주 5개, 대전 4개, 울산 2개, 경기 26개, 강원 8개, 충북 7개, 충남 10개, 

전북 9개, 전남 9개, 경북 8개, 경남 9개, 제주 3개, 세종시 1개로 지역간 편차가 크고, 새일센터가 

없는 기초단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4)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등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총 101,980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적으로 16만명 이상의 구직인원에게 상담, 훈련, 직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왔음을 알 수 

있다25). 이러한 서비스는 전체 경력단절여성의 수에 비하면 일부만이 정책지원을 받고 있어 서비스 

확대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하며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

한 여성들의 일자리를 분석하면, 2013년 기준 4대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각각 69.1%, 

산재보험 68.0%, 국민연금 67.3%로 새일센터 취업자 가운데 약 30%는 4대보험 미가입자로 사회 

안전망인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매우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교사 등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종사자가 가입할 수 있는 특수직역연금 가입률은 2012년 0.3%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81.7%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이 희망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새일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5세 이상 여성의 선호도는 50% 이상으로 기관에 대한 선호 및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홍보 및 전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민정(2015)26)은 연구보고서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사업’, ‘시간선택제 일자

리 사업’, ‘육아휴직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사업’의 세 가지 정책에 대한 현상과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다. 먼저‘새일센터’의 경우는 “직업교육훈련 효과성 제고 및 질 높은 일자리 

창출 확대”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으로써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단순 일자리 확대 정책에서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연결하는 

일자리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

를 찾아주고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초기에 상담과 

직업훈련의 연계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새일센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 측면뿐만 아니라 월평균임금과 같은 재취업 

일자리의 질적 측면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노동시장 상황,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확률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사례로써 “미용·숙박·음식·사무·회계 등 일반적으로 경

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기보다는 “고용안정성과 

24) 여성가족부, 새일센터현황(2016. 9. 현재) 참조
25) 김종숙, 이택면(2011), 경력단절의 임금손실 추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6∼127면 재인용
26) 최민정,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5.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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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기술을 익힌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확률이 높은 

업종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들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의 약 40%가 시간제근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은 남성 전일제 중심의 장시간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청년 등 시간

제 약 계층의 고용 가능성을 확대하여 고용률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하지

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민간 부문 신규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정책 외에는 기존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의 틀에서 개선되거나 강화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여성의 고용률은 증가하였으나 재취업 여성

들의 높은 임시, 일용직 비중, 고용불안으로 인한 일자리 이동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 현재 시간선 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이 사용자로부터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비용 증가, 근로자

로부터는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사업의 추진실적도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란, 전일제 일자리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형태이며,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자발적 수요를 

바탕으로 전일제와 비교하여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27). 

즉, 기존의 비자발성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대변되는 ‘시간제 일자리’와 비교한다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자발적 수요 및 전일제와 동등한 고용조건을 전제하고 피고용자들이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신규형’과 ‘전환형’이 있는데, ‘신규형’은 주로 기업

의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전환형’은 현재 전일제인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일정 수준 이상 의 근로조건

이 충족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7>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형28)

구   분 신규형 전환형

주요내용
피크타임 해소, 장시간 직무 분할, 우수 인력 확보,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 지원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하는 유형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 준비, 
간병,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
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는 유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대상의 현황을 보면,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60.8%로 나머지 약 40%는 

평균 고용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1,202천

원으로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인 1,088천원보다 약 10%가량 높으며, 여성이 78%, 남성이 22%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단시간 일자리가 대체로 임금이 낮은 저숙련 

27) 김유휘･이승윤(2014).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분석과 평가: 한국,네덜란드,독일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1(3). pp.95.

28)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지원제도”, www.work.go.kr/empInfo/tsjEmpInfo/tsjBusiInfo.do, 
2015.07.08.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165

직무에나 해당되는 근무형태라고 인식하여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일자리만 주로 제공되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목적이 단시간근로를 포함한 다양한 근로 

옵션을 제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현재 제공되는 일자리 

보다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의 임금수준, 상용직 혹은 무기 계약직의 고용

안정성,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전일제근로자와의 균등대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표 8>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2015년 기준)29)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규
창출

•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를 창출한 사업주

• 무기계약
• 최저임금 130% (중소기업  120%) 

이상 임금
• 주 15~30시간 근로
• 4대보험 가입
• 전일제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원칙)

• (인건비)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대기업 60만원)한도로 1년 지원

 ※ 최저임금 120~130% 미만은 월 
40만원 한도

• (간접노무비) 중소기업만 월 10만원 
추가지원

시간
선택제
전환
(15년
신규)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
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
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
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
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
주)

• 전환제도 도입
• 근로자 청구로 주 15~30시간 근로
• 전환사유 해소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 (전환 장려금) 근로시간 비례 임금
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등 인센티브
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만 월 
20만원 1년 지원

• (대체인력비용)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
원)한도로 1년 지원

근로
조건
개선
(15년
신규)

• 기간제･시간제(고용기간 6
개월 이상)의 근로조건을 개
선(무기 계약직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무기 계약직 전환
• 최저임금 120% 이상
• 주 15~30시간 근로
• 4대보험 가입
• 저일제와 균등대우

(근로시간비례원칙)

• 근로조건이 개선(무기계약 전환)시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 지원

컨설팅
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적
합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 지원

• 최대 1,000만원 지원(1,000명 이상 
사업장은 30% 자부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 노동시장의 현실 개선이 없다면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아닌 단기적인 고용률 상승이라는 결과밖에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질 좋은 일자리의 양적 확충

과 더불어 질적 제고가 동반되어야 하며, 직무분석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직무·직종개발, 근무

체계 개발, 시간선택제 근로자 평가 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시간 선택제 

29) 황수경(2015).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시간선택제 2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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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을 통해 기업에게 추가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지속 및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최민정(2015)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및 제도의 유연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현재 제공되는 일자리 보다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인사제도는 전일제 근무에 대응하여 

인사·노무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복무, 평가, 교육 및 급여체계 등과 연동한 유연한 인사복무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한다. 이러한 예로는 “근로자들 간 업무 연계가 용이하고, 개별 근무자의 단시간 근무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상품·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통·번역, 회계검사 

등 소수의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주차단속, 우편배달, 문서접수, 운전 등 노동집약적인 업무에 편중되어 

있어 전문성을 가진 경력단절자, 퇴직예정자, 고학력자 등에 부합 정도가 미미”함을 지적하면서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경고했던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이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질 좋은 일자리의 양적확충과 더불어 

질적 제고가 동반되어야 하며, 직무분석을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직무·직종개발, 근무체계 개발, 

시간선택제 근로자 평가 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 분석

가.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관련 실태조사

  출산을 앞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데는 산전·후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뿐 아니라, 출산 

이후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불신과 임금 및 경력개발 

기회에 대한 성차별적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다. 모성보호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할 뿐 

사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출

산휴가제도나 육아휴직제도가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각각 28.6%, 34.8%로 

나타났다. ‘출산휴가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기 쉽지 않았다’는 응답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43.3%,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지 않았다’는 응답은 53.8%로 높게 조사되었다.  모성보호제도

의 유무 및 그것의 사용가능성과 용이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출산･육아기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제도 자체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도입되어 있지 않거나, 제도는 있더

라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실당 다수의 여성들이 모성보호제도나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시 비취업여성 가운

데 이전에 일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경우 ‘1~4인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응답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5~9인 사업장’ 21.3%, ‘10~29인 사업장’ 15.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

다. 즉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던 여성이 46.2%에 이른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응답

은 7.2%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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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현황파악

  노동부는 예방차원 지원제도로써 출산, 육아를 위해 휴가, 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원은 여성근로자가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각각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지원’ 사업은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부여하거나 휴가·임신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기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 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

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

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 동안 매월 40만원을 지원하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한다. ‘②육아휴직등 부여’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휴직 

첫 1개월에 1개월치 지원금 지급, 계속고용 시 6개월 뒤 잔여지원금 일괄 지급한다. 육아휴직에 대해

서는 대규모기업 중 1,000인 이상은 월 5만원, 1,000인 미만은 월 10만원, 우선지원기업은 20만원으

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할 경우 우선지원기업은 매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은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③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시

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 휴가·유

산·사산휴가,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60만원(대규모기업

은 30만원) 지원한다.

  둘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사업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

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

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수준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

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405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5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이러한‘육아휴직 급여’ 사업으로써 ‘①육아휴직 급여’지원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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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2015년 7월 1일 이후:100분의25)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

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②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

의 달')’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아빠의 달이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의 달이 3개월 적용된다.

  넷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한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

을 넘어서는 안된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수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6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를 단축

된 시간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 계산식 = 통상임금의 60%(하한액 50만원,상한

액 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표 9> 돌봄서비스 지원제도의 내용30)

지원과제 주요내용 관련부처

행복한
임신과 출산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
• 가족돌봄휴직제도 운영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통합적
가족지원

• 가족상담 및 가족생활 교육
• 가족친화문화 조성
•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정시퇴근 실천운동)” 활성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다양화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

• 직장어린이집 지원
• 공공보육시설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조성
• 문화 예술 돌봄 및 교육 활성화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30)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5.28.발표),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여성가족부(www.mogef.go.kr),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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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 차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현황파악

  서울시에서는 첫째,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

영은 재직여성이 맘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처음 시작되었다. 총괄 센터 1개소(여성능력개발원)와 권역별 

센터 5개소(여성발전센터)가 운영 중이다. 권역별 센터에서는 대체인력 구인처 및 구직자 DB를 구축

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대체인력을 연계하고 있다. 권역별 센터 5개 중 동부센터와 북부센터는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출산･육아기와 관계가 높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많은 직종을 특화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보육교사를 특화직종으로 선정하고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직무감각 회복을 위한 전문교육훈련을 운영하였다(동부센터). 2015년에는 

보육교사에 더하여 사회복지사를 특화직종으로 선정하였으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

결하여 사회복지기관의 대체인력 채용 수요조사 등을 함께 진행하였고, 직무감각 회복 전문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북부센터). 올해에는 여성대체인력지원제도 홍보 및 기업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재개 성공 스토리북 발간을 신규 추진하고 있다(총괄센터). 2014년 센터 운영 결과, 여성

대체인력 구인처 DB를 326개, 구직자 DB를 1,134명 구축하였으며, 직무감각회복 전문교육 훈련을 

223명이, 기초직무교육을 514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015). 사업 

초기라 실질적인 대체인력 연계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에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들이 

업무를 나누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어서 실제 대체인력의 수요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가족 양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

으나 실제로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 일･가족 양립 사회환경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한 일환으로 2014년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센터 운영 주체는 서울시여

성가족재단이다. 주요 과제는 서울시 일･가족 양립 정책의 Think tank로 역할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수행, 일･가족 양립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기관 간･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마련, 성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인식 개선 사업,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기업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이다. 2014년에는 센터 운영 첫 해로써 센터 운영 기획 및 설계, 일･가족 

양립 현황 진단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기업 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 기업DB 

구축 및 사후관리, 기업심화 컨설팅, 일･가족 양립 인식 개선을 위한 888 캠페인 실시 및 일･가족 

양립 일터 만들기 안내서 제작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남성근로자의 돌봄참여를 위해 3040워킹대디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자녀돌봄 이외에 다양한 가족돌봄을 포괄하는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하여 

사례조사 및 현황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의 

돌봄종사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야쿠르트 판매원 등 1인 근로 형태로 이동하며 

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자 주요 지역별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쉼터(이어쉼)를 

마련하였다. 2014년 9월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등 8개 

자치구에 쉼터가 문을 열었으며 향후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쉼은 특정한 사업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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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식사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갖지 못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

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쉼터를 알려내고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착한 소비자･착한 사업주’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하는 여성의 감정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감정노동자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2014년 5월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콜센터상담원, 백화점 및 대형마트 판매원, 금융권 출납직원 및 AS 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감정노동자에 대한 반말이나 욕설, 무시 등 고객에 의한 인권 침해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업주가 직원보다는 무조건 고객의 입장에서 서서 직원에게 사과를 강요해 사업주에 

의한 인권 침해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감정노동자 인권 보장

을 위해 서울시, 소비자단체, 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협약(MOU)을 체결하였으

며, ‘착한 사업주･착한 소비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라.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문제분석

  현행 정부의 일·가정 양립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정책 가운데 주목할 내용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

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정책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보육 및 교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아이 돌봄서비스 확대,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 사랑의 

날 활성화 등은 기존 정책에서 한 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들이 개별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 정부에서도 부처별 돌봄사업 간 연계 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

나 지원정책 간 연계가 미약한 실정이다. 예컨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휴직급여 등은 ‘행복

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 보육서비스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정비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가족상담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은 별도의 과제로써,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와 양성평등은 개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미흡한 상태

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제도 활용이 미흡하다. 둘째,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취업모에 대한 배려 부족이다. 무상보육 실시 등 보편적 보육지원 확대에 집중한 결과 

보육과 고용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취업

모가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기 어려운 구조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지속시키고 있다. 

셋째, 초등돌봄교실 등의 부족 및 수급 불균형에 따른 운영상 비효율이다. 여성의 취업 등으로 인해 

신규수요가 발생해도 학기 중에는 참여가 어렵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며, 지역별･사업별 수급 

불균형 및 지원대상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 넷째, 재취업 지원서비스의 부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미흡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성의 

전공이나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하고, 고용률이 낮은 30대 여성보다 40대 이상의 이용

이 더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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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2014년에 산하 노조 여성조합원 917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조합원 10명 중 3명은 육아휴직 사용 후 원래 직무로 복귀하지 못하였으며, 임신한 

노동자 중 43.3%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비중

은 간호사들이 62.9%로 특히 높았으며, 이 제도에 대해서는 49.6%가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어려 

울 것 같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직장 내 분위기 개선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제도수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1).

  최민정(2015)32)의 자료에 의하면 ‘돌봄서비스 지원’은 “보육 및 교육정책 확대와 제도의 포괄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낮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여 저출산 문제와 

여성인력 저활용 문제를 해결”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공적 투자

를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완화하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취업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 24시간 

보육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안심

귀가서비스, 사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보호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해결방법의 하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교실 등 보육서비스를 구성하거나 개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고려”하고 “가정양육서비스의 주제공자인 조부모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으로 개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권장하고 있다. 

4. 창업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 분석

가. 창업 관련 설문조사

  양현봉 외(2014)가 실시한 ‘여성의 지식･기술 창업에 관한 설문 조사33)’ 결과, “최근에 창업한 창업

자일수록 창업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의 연령 및 창업 당시 연령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성창업자가 창업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의 연령은 평균 39.1세로 나타났다. 창업

연도별로는 2006년 이전 창업자의 경우 그 연령이 평균 37.3세로 나타났음에 비해, 2006∼2009년 

창업자는 평균 38.8세, 2010년 이후 창업자는 평균 40.2세로 나타나는 등 최근 창업한 여성창업자일

수록 창업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의 연령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은 

평균 40.6세로 나타났다. 창업연도별로는 2006년 이전 창업자의 경우 그 연령이 평균 38.9세로 나타

났음에 비해, 2006∼2009년 창업자는 평균 40.4세, 2010년 이후 창업자는 평균 41.5세로 나타나는 

등 최근에 창업한 창업자일수록 그 연령이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창업의 기회를 탐색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성창업자의 창업 결정 

및 창업 당시 연령 추이로 볼 때 기업가정신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현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1) 한국노총(2014). 한국노총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활용실태 조사분석 결과. pp.1-23.
32) 최민정(2015), 경력단절여성의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3) 양현봉 외(2014), ‘여성 지식기술 창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2014-697호),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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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의 창업 이전 직장은 기업체에서 임원 등 관리자 또는 비관리자로 근무하였다는 응답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기타(18.9%), 가정주부(17.0%), 연구기관 및 대학근

무(5.0%), 대학(원) 학생(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지식기술 창업자도 남성창업자와 같이 

대부분 기업에서 배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여성 창업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전 직장 경험이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 비해, 직업교육(6.5%), 가정교육(5.0%), 학교교육(3.8%)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는 33.0%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여성 지식기술창업이 기업으로부터 배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창업 이전 직장 경험’이 창업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직업교육이

나 학교교육 등의 교육시스템은 여성 창업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대학 등에서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학교에서의 교육이 여성들의 

창업 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들은 대부분 창업 초기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기간별로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기간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창업 후 1∼3년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36.5%, 

6개월∼1년 미만이 27.8%, 3∼5년 미만이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창업기업의 자금

사정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창업 6개월∼3년에 이르는 창업 초기단계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 창업자들은 창업 이후 기업활동과정에서 가사/육아/사업병행뿐만 아니라 인력확보, 자금조달, 

판로 등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창업활동에 따른 애로요인 조사 결과, 여성 지식기술창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조달(44.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19.5%), 

마케팅·영업/판로개척(17.9%), 가사/육아/사업병행(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연도별로는 

자금조달의 경우 2006년 이전 창업기업에 비해 2006년 이후 창업한 기업에서 애로사항이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우수인력 확보/유지의 경우는 2006년 이전 창업기업에 비해 

최근 창업한 기업일수록 애로사항이었다는 응답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업분야별로는 자금조달

이라는 응답비율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부문별로는 제조업 영위기업에서 자금조달이 

애로사항이었다는 응답비율이 지식기반서비스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영위기업에서는 자

금조달이 여전히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기업의 경우는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에 보다 큰 애로를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도 남성 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업활동 과정에서 특히 자금조달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창업 및 기업운영 자금조달 과정에서 가장 크게 겪었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담보부족’이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여성의 지식·기술에 대한 

가치평가’(16.2%), ‘대출자격조건 미달’(15.7%), 신용부족(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

라에서 창업자금 조달 시 담보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며, 그에 따른 애로사항도 커 이를 해소하는 

신용보증 확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며, 여성의 지식·기술에 대해서도 선입견 없는 가치평가 시스템

이 정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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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정부 차원의 창업 프로그램 운영현황 사례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기술력을 보유한 여성벤처 CEO를 양성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2016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전에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배 여성벤처기업 CEO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창업경험과 경영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사업화를 위한 시작품 제작이나 

특허 출원, 마케팅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비즈플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중기청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한편,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유치 교육과 엔젤, VC 대상 

실전 IR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여성벤처협회는 '2016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등을 통하여 여성특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있다(한국여성벤처협회(2016)34)).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1년 이후 총 180여명의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이 벤처창

업에 성공하는 등 대표적 ’여성창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여타 창업프로그램

과 달리 여성 CEO가 직접 1:1 코칭에 참가하여 여성특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업 현장체험

을 병행함으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어 경력단절 여성 등의 벤처창업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

이라고 밝혔다. 주요사례로 ‘13.4월에 창업한 ‘오렌지 피플(대표자: 김신애)’의 경우 파우더 배합 신기

술을 통해 녹차, 홍차, 치즈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라떼파우더 제품개발생산에 성공하고 자체 프랜

차이즈 브랜드 ‘폴스일레븐’을 런칭했다고 밝혔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6)35)의 경우도 여성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창업 지원사업실전창업스

쿨’, ‘여성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실

전창업스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식·감성 기반서비스 

및 유망분야 창업교육을 통해 여성 창업 촉진 및 1인 창조 기업 육성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창업경진대회’는 여성전문 인력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

템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대회이

다. 이 대회는 “모바일 APPㆍS/WㆍH/W 개발, 멀티미디어, 컨텐츠, 게임, 디자인, 캐릭터, 광고출

판, 지식서비스, 생명, 환경, 식품, 섬유”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미만 여성 기업 및 단체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셋째,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은 여성기업 특성에 

맞춘 경영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자 자질향상 및 마인드 혁신을 통해 기업경쟁력

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여성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여성창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제공 및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다. 

다. 서울시 차원의 창업 프로그램 운영현황 사례

  서울시는 ‘여성 공예･창업 허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개 여성창업보육센터

에서 75개의 창업보육실이 운영 중이나 경쟁률이 15대 1에 달할 정도로 창업 지원 시설에 대한 수요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4월 문을 연 도곡역의 여성창업플라자도 입주경쟁률이 6대 1 정도

34) 한국여성벤처협회(2016), “www.kovwa.or.kr”, 2016.09.20.
35)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2016), “www.wesc.or.kr”,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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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동년 12월말 기준으로 누적 방문객이 2만 4천여명, 판매액이 4억 3천만원 정도로 집계되었

다36). 서울시는 서울시가 보유한 대규모 유휴공간을 제2의 여성창업플라자로 조성하고 특히 공예 

창업을 위한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지는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개

층, 지상 4개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설립될 예정으로, 2016년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점포형 창업공간, 공예체험장, 교육장, 전시･판매장, 공예마켓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공간들로 구성

되어 공예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자원으로 자리매김될 예정이며, 

마을 커뮤니티센터 등을 함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열려 있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여성기업

이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규모 여성기업에게 

오픈마켓 및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권역별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및 2013년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입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시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정부 주요 

정책자금을 활용하였다. 또한 창업기업 판로지원 설명회를 통해 판로 개척에 대한 여성기업들의 이해

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 외에 제품사진촬영이나 지식재산권 등 여성창업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마케팅 및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014년 사업 운영 결과 총131건의 판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다37).

  2015년 사업은 우수 공예품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공간, 

판로지원 등에 관한 성장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공예창업대전 수상자 7명을 선정하여 성장전략 사업 아이템 7개를 

발굴하고 전문 여성기업 7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수상한 그녀들의 성장 777 프로젝트’ 가 있다. 또한 

여성 공예창업의 디자인 강화를 위해 서울디자인컨설턴트를 연계하여 디자인 등록이나 실용신안 출원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개최를 통해 우수작품을 시상, 

전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예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11월 초). 수상자에 대해서는 

여성창업보육센터 우선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작품집을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공예창업대

전과 연계하여 청계천이나 광화문광장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며, 여성 공예창업인의 교류 확대를 위한 여성 공예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한

다.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산업진흥원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도 

지속 추진된다. 이 외에도 홍보물 제작이나 마케팅 컨설팅 지원, 역량진단,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에서는 구글의 ‘엄마를 위한 캠퍼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1기생 22명을 배출하여 현재 약 70%가 창업을 준비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시작되어 런던, 마드리드, 서울 등으로 확대된 대표

적인 창업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총 500명 이상의 엄마와 아빠 창업가들이 이 프로그

36)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2014), ｢2014 여성일자리 종합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37)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2015), ｢2015 여성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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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두 번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

는데 이 프로그램은 육아문제로 창업의 꿈을 미루고 있는 부모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프로그

램으로, “부모 창업가들도 캠퍼스에서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18개월 미만의 아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과 아기 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돼 평소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엄마, 아빠도 육아

에 대한 부담 없이 아기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창업 

아이디어 선정, 시장조사, 비즈니스모델 수립, UX/UI 트렌드, 마케팅, 펀딩 등의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투자자와 구글 임원, 캠퍼스 서울 전문가 멘토단 앞에서 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데모데이”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플래텀(2016)38)). 

라. 창업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 분석

  정부는 여성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교육, 창업자금,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여성 지식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효과를 5점 척도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도’는 5점 만점에 3.20점, ‘활용도’는 2.61점, ‘효과’는 3.17점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지원제도에 대

한 창업기업들의 인지도에 비해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효과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창업연도별로는 2006년 이전 창업기업에 비해 2006∼2009년, 2010년 이후 

창업기업일수록 정부 창업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활용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창업지원제도의 효과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창업기업들의 인지도를 높이면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활용에 따른 효과 또한 높아질 것이라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

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창업지원제도를 알지 못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활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의 복잡’(21.3%), ‘정부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 같아’(12.9%), 

‘수혜대상이 아니기 때문’(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제

도를 제대로 홍보하고, 활용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면 창업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 정보제공 등 지원제도 현황 파악

  서울시는 청년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발굴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구직활동 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

업을 포함하여 숨어 있는 좋은일자리를 발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청년여성으로 구성된 취재단이 청년여성의 눈높이에서 기업을 취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대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참여하여 글쓰기와 사진촬영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4인이 1팀

38) 서혜인(2016),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 플래텀,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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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2014년에는 총 100명의 청년여성이 참여하여 총 100개의 좋은 일자리 

기업 정보를 작성, 온라인 등을 통해 게재하였다. 또한 우수기업 20곳을 별도로 선정하여 책자를 

발간하였다39). 이 사업은 올해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여성(북한이탈여성,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등)을 새로운 사업참여자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 발굴단 2기:언니가 간다’이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지원 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의 채용 정책 외에 기업 정보 

및 재취업 전략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 고려되었다.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발굴단을 구성, 글쓰기와 

사진촬영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눈높이에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여성 멘토링: 신나는 자매’는 청년여성들이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계속적인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

생활을 경험한 인생 멘토의 격려와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고민 해소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링 사업 ‘신나는 자매’ 를 운영하였다. 멘토는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멘티는 취업준

비자와 직장체험인턴십 참여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은 온･오프라인 소모임 활동, 멘토 토크콘

서트 및 찾아가는 특강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멘토와 멘티가 216명 선정되었고, 오

프라인(46회)과 온라인(137회)을 통한 소모임이 183회 운영되었으며, 멘토 토크 콘서트가 한 차례 

열려 252명이 참여하였다. 찾아가는 멘토 특강은 18회 이루어졌으며 총 973명이 참여하였다)40). 

이 사업은 2015년에 청년원더(wonder) 프로젝트(청년여성이 원하는 일로 더 나은 삶 만들기) 사업으

로 재정비되어 추진 중이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여성들이 적성파악 및 진로 설계를 위한 상담이나 

컨설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여 보다 체계적인 취업준비 프로그램 제공

과 선배여성과의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특성화고 여학생 및 여대생,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여성이 주요 참여자이며, 20회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다. ‘신나는 자매’는 온라

인 커뮤니티로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선배여성의 일 경험을 공유하는 찾아가는 멘토 특강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옴부즈만’을 확대하여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밀착 종합상담

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 해소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센터의 상근 전담노무사가 1명이었으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상근 전담노무사를 2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고충, 가족관

계 고충, 개인적 고충 등 직장맘 3고충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원스톱 연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사업에 대한 문의 

및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단은 노무사 10명, 변호사 10명, 심리정서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단은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현장 노동법률상담, 무료 심리상담, 그리고 분쟁해

결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원단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39)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2015), ｢2015 여성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40)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2015), ｢2015 여성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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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6.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분석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결혼, 임신·출산, 육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교육 등과 같은 돌봄의 

이유가 있으면서도 이와 함께 직장 내 근로 시간 및 보수 등의 작업여건 불만족, 직장 내 차별 및 

성희롱, 직장의 휴업 및 폐업,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현실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유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서울

시가 그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주요 영역으로 확대하고 추진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경력단절 예방의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부문이 함께 나서지 않는 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연구문헌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포함하는 주요 기본계획이 부처별로 산발적으

로 실시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고, 업무계획수립 및 점검 기간이나 실태조사 기간이 사회변화를 민감

하게 반영할 만큼 신축적이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즉, 법규상의 계획수립 및 점검 관리 기간, 조사 

및 연구개발 관련 항목에 대하여 더욱 구체화하고 그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도 사용자로부터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비용 증가, 근로자로부터는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취업유형과 개발 경로의 

개발, 아울러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취업 미스매칭의 해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양한 민간 및 공공 여성직업훈련기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의 직종 및 직무에 대한 훈련 전문성, 공공의 경력단절여성 분야 

특화 및 원스톱 종합지원 기능 등에 대한 체계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단위의 

지역 여성경력단절 지원센터와 더불어 경력단절여성 중앙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창업분야의 경우에는 여성 창업 및 교육이 여성의 심리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여성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 프로그램의 경우도 비교적 단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른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여성창업이 용이한 업종에의 집중 발굴,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특성

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 및 상대적인 자금조달의 애로

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 및 관련 정보 들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 및 정보 전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종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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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개선방향 

가.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요약해본다면, “첫째,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

한 정책과 제도 필요, 둘째, 자발적 혹은 제도적 차원의 기업(민간)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창출, 셋째, 양적인 평가를 넘어서 경력단절여성의 삶의 질을 고려한 성과평가가 필요, 넷째, 

여성에게 맞는 전문적 직종 개발과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 다섯째, 학력 및 연령대, 연령대 내에서도 

개별 특성(비혼, 기혼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력단절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정책의 개발, 여섯째,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개발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앞부분 현황 분석에서도 자주 언급되었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 

직장에서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 이후에는 재취업을 지원,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직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

할 수 있는 기업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방향에서 보듯이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예방적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며, 이러한 전제 하에 연령대에 

따른 주요 이슈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여성이 동등한 노동권을 갖는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생애사건이 존중

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정책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의 연구41)에서는 경력

단절여성 등의 지원정책이 전문화･세분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

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어 경력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미 

이탈되거나 진입하지 못한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제8조), 유망직종 선정 지원(제9조), 직업교육훈련 지원(제10조)과 인턴취업지원(제11조)을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개별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정책적 접근은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통해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을 장려함으로써 성별 분업 

약화를 가져오는 듯하였으나, 노동 시장에 들어온 여성들을 주변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성별 분업 구도

41) 김영옥･오은진･한지영(2014)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9-71

3 지원사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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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생산하는 모순되고 이중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도 하였다.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여성을 노동자가 아닌 돌봄전담자로 보고 여성인력을 결혼 전, 출산 

후 등 양육 부담이 없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했다는 의견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 여성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고 가정 내 노동도 남성과 함께 하는 공동노동, 공동돌봄으

로 가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는 지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차 기본계획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표방했다는 점은 또 다른 정책 전환을 도모하는 계기로 의미 있게 평가됨과 동시에 

실제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단절을 둘러싼 정책의 초점이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는 

방식의 성과 측정을 통해서는 기존 일자리에서의 고용유지가 유의미한 정책 성과로 포착되기 어려우

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되기 어렵다. 정책 지형의 변화를 감안하여 평가 

및 관리 방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직여성을 포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의 재취업 혹은 경력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중심

으로 마련되어 있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정책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

다. 이러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가입 사업장으로 유인하거나 미가

입 사업장에 대한정책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여성의 고용률 제고, 일･가족 양립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생산권 지원 등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노동의 문제가 주변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추가적･
분리적 접근을 통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특히 초대졸이상 여성들의 경우 현재와 같이 

분절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다시 재진입할 유인이 부족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초대

졸이상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들의 경우 경력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속고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서울시 초대졸 이상 여성의 지속고용 지원방안42) 연구에서는 지속고용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예방적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제 하에 연령대에 따른 주요 이슈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동등한 노동권을 갖는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생애사건이 존중되고 이를 지원하

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의 학력수준 향상을 반영한 (재)취업 지원 정책이 설계되어

야 한다. 그간 여성의 학력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왔음을 고려할 때, 이른바 초대졸이상 여성을 

위한 지원은 별도의, 분리된 정책 접근이 아니라 일반화되고 기본적인 접근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42) 국미애･이현주(2015), ‘서울시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 분석을 통한 지속고용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
단, p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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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대졸이상이라는 학력수준의 의미가 재구성되는 과정이 병행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 같은 관점과 내용으로 진행되는 (재)취업 지원 정책은 그 효과가 갈수록 약화될 것이다. 셋째, 

지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이 증가하는 산업과 직업, 

전공계열 등의 일자리에 대한 기초조사 및 일자리 정책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의 개선이 수반

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의 분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기존 정책 수립에서 이러한 점들이 

참고가 되었겠지만 다시 한 번 정책수립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대상의 특성에 따른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구체

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경력단절을 둘러싼 현실은 여러 상황에 의해 구성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출되어야 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경력단절에 대한 접근은 특성별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더불어 요소별 개인별 복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에 처하게 된 상황이 “결혼여부나 자녀유무, 이와 관련되는 

연령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결혼여부나 자녀유무, 

이에 따르는 돌봄의 책임은 여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인생의 경로를 좌우하기까지 하는 

중요한 배경임에 틀림없다. 여기에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유무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문헌(국미애 외, 2015)을 좀 더 살펴보면 20대 비혼여성의 경우 근무환경의 문제가 경력단절의 

주요인인데, 이는 여성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필요성과 노동세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 경력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경로의 발굴과 도전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30대

의 경우 현재 비혼상태인 여성과 임신, 출산, 육아기에 있는 기혼여성이 경력단절과 맺는 관계는 차이

를 보인다. 30대 비혼여성의 경우는 계약만료나 권고사직과 더불어 장기적 비전 부재가 경력단절 

배경으로 작용한 데 비해, 30대 기혼여성의 경우는 잦은 야근과 돌봄 책임을 병행하는 데서 오는 

부담과 건강 악화,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장을 따라 홀몸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상황,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직장의 압박이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동일한 연령대라 하더

라도 여성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 주되게 요구되는 정책 지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40대 여성의 

경우는 모두 기혼이고 자녀가 학령기에 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오히려 오랜 직장생활에 따라 쌓인 

경력이 권고사직 대상에 꼽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

다. 이 경우는 경력 설계 지원이나 모성보호제도의 확대, 일･가족 양립 지원 등의 방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한국사회에 일상화되고 의례화되어 가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절실하다. 또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보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재직여성들은 자신이 직접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소득의 유의미성과 그러한 경제력에서 오는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얻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관계들을 경력유지의 중요한 배경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가족의 지원

과 가족 내에서의 협업은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자신의 위치를 지켜가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들이 정책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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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식 제고 및 지속적인 경력개발, 직업의식과 진로교육에 반영 

  연구문헌에서는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관행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의 잘못된 성차별적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여성 스스로의 자기개발과 더불어 직장 

내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결실은 현행법에 관련 문항을 삽입 혹은 개정하는 작업이 뒷받침되고 유치원 단계에서

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성평등한 직업의식이 심어질 수 있는 교육과 청소년 진로

교육과 진로지도 과정에서 성 평등한 진로계획 및 직업관을 심어주어 그 효과를 배가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력단절문제는 재직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일차적으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경력

단절예방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생애주기별로 직면할 수 있는 경력

단절의 위험을 단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이 현행법 개정안에서 강화될 필요

가 있다. 연구문헌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성차별

적 고용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인식 제고,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재직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과 직장 내 고위직 전문가, 관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이 정책 차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재직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타 현행법 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 보장 및 모성보호, 

일 가정 양립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여성노동법률교육으로서 ‘경력단절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재직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에 경력단절예방교육을 필수 사항으

로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에게는 

질 낮은 일자리를 반복적으로 드나들며 악순환을 겪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이 제공되

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과정에서 성 평등한 진로계획 및 직업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성평등한 직업의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성평등한 진로교육은 적극적인 직업의식과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장기

적으로 설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직업세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고등학생의 전공선택과 진로교육 과정, 대학생의 취업준비과정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과 진로모색과 더불어 일자리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진로 직업교육

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력단절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43)하고 있고, 제17조의 

2에서 남녀평등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4)와 제17조의4에서 건전한 성(性)

의식 함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45).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에서도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이 실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46). 따라서 이러한 현행법상의 성평등 교육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43)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44) 교육기본법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45) 교육기본법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46)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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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선언적 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평등한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 진로교육을 초 중등학교부터 대학에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법규 및 제도의 정비

  연구문헌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법규의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

야함을 주문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다양한 부처의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3년마다 실시, 실태조사도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시행규칙이 

아닌 법규에 명문화, 둘째,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수립 활용 규정 및 실태조사 이상의 연구개발 규정을 

신설, 셋째, 혼인, 직장 내 차별 및 성희롱도 경력단절 사유에 포함, 경력단절 후의 재취업자도 경력단

절여성의 범위에 포함, 넷째, 기본계획 수립에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방법과 추진시기, 재원규모

와 조달방안을 추가, 다섯째, 여성가족부 차관 주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

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을 법적 차원에서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조항을 추가 혹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으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의가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의 내용

은 실제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경력단절 다음으로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한 정책 방안 마련도 

부족한 상황이다. 초대졸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박사졸업인 경력단절여성도 점차 많아지도 

있는 상황은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과 법 규정이 여성 전반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

여 전체적으로 재설계될 필요를 뒷받침해준다.

  김영옥 외(2014)의 연구에서 보면 ‘경력단절예방 정책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력단절문

제는 재직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과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촉진 

지원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재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여성고용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경력단절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우려가 있는 

경제활동 중인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된 여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을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으로 법명을 수정하여 “경력단절예방”을 강화하고, 법의 목적에도 “경력단절예방”을 추가

함으로써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과 지원정책이 통합적으로 총괄될 수 있는 여성고용정책 기본법으로서

의 위상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력단절 기간은 재취업 여성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경력단절기간이 1% 증가하면 임금은 0.0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력단절 상태에 

이르면 재취업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은 현재 재직

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단절 예방 정책과 현재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행법과 같이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 ‘돌봄 사유’에 한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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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된 여성에 대한 법 정책 고려 시 경력단

절사유의 중층적 구조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미 경력단절이 되어 노동시장

에서 이탈된 여성뿐만 아니라 재직 여성근로자가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정책의 강화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서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상 경력단절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이 수정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작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표적인 경력단절사유로 혼인(결혼)이 제외되어 있는데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에 따르

면, 경력단절사유 중에서 ‘결혼’이 89만8천명(4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는 57만1천명

(29.2%), ‘임신 출산’은 41만4천명(21.2%), ‘자녀교육’은 7만2천명(3.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47)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학력 간 차이가 있지만, 경력단절여성 중 45.6%가 결혼 전후에 일자리를 그만

둔 반면, 첫 출산 전후에 경력단절은 23.6%로 절반 수준이다.48) 따라서 ‘혼인’을 경력단절사유로 명시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 내 차별과 성희롱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성차별적 사유로 인한 경력단절

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유는 임신 출산, 육아 등 협의의 경력단절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써 성차별, 성희롱 등으로 인해 퇴사 및 해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범위에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하였거나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예방과 경력 및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김영옥 외(2014)의 연구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12월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

동 촉진 기본계획(2010∼2014)이 수립되었다. 본 기본계획은 4대 영역, 13개 과제, 31개 세부 과제

로 구성되어 있고, 총 57개 사업으로 실행되고 있다.49) 동 계획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포함하

는 주요 기본계획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제4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2015, 제2차)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

획’(2008∼2012, 제4차),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매년 실시) 등이다. 범정부 차원의 

여성고용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고, 그간의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성과와 새로운 정책환경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정책목표와 과제가 수립되기 위해서 여성

고용정책에 대한 통합적 기본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으로 우선 통합하고, 현행법상 

기본 계획은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나 경력단절여성등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시의성 있고 정책수

요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은 경제 사회 

47) 통계청(2013. 11. 27), 2013 경력단절여성 통계, 통계청, 4면.
48) 오은진 외(2009),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참조
49) 관계부처 합동(2010), 2010∼2014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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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급속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고용율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각각 매년 또는 3년 주기

로 기본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5년 주기를 3년 

주기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 경력단절 

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에서 핵심적인 경력단절여성등

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이 빠져있다. 일반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이 포함시켜야 하고, 주요 시책의 추진방법과 추진시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운영방안,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것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그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처별로 여성인력활용 

및 여성고용정책 관련 소관법률과 기본계획 및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협의회’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부처로서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

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

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현행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50)에 따르면, 3년을 주기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추

가조사가 필요할 경우(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동 조항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전제 하에 

시행규칙상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매 3년 실시 주기를 2년 주기로 단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상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의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개선방안 

  문헌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은, “첫째, 경력단

절 기간 및 총 근속년수를 고려한 재취업 유형과 경로 개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둘째, 공공 

여성직업훈련기관의 백화점식 운영 개편, 취미수요 교육기관과 취업수요 교육기관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전문 특화 분야 개발 및 표준화, 셋째, 취업의지가 높은 집단을 집중 지원하는 직업교육 실시 

및 취업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필요 인재 파악 및 현장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 넷째, 보다 

50) 시행규칙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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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경력 설계 지원과 함께 이직 또는 전직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다섯째, 민간 여성직업훈련기관

은 직종별 훈련분야 전문성 발휘, 공공 여성직업훈련기관은 경력단절여성 훈련분야 전문성 발휘 및 

취업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종합기관으로 발돋움, 여섯째, 경력단절여

성 지역지원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중앙지원센터를 운영, 일곱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도 안

정된 일자리 발굴과 더불어 근로자의 여건 및 수요에 대응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유연한 인사규정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가. 지원사업 개선 추진 방향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문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정책이 

경력단절 기간, 총 근속년수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첫째, 재취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

과 경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주문하고 있다. 경력단절 이전에 총 경력년수가 긴 여성이나 경력단절 

기간이 긴 여성의 경우 원래의 직종으로 재취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는 재취업 

일자리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연공서열식 기업문화･인식의 개선 등도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학력수준 향상을 반영한 (재)취업 지원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간 여성의 학력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져왔음을 고려할 때, 그에 맞는 일반화되고 기본적인 접근으로 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이 증가하는 산업과 직업, 

전공계열 등의 일자리에 대한 기초조사 및 일자리 정책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재취업 지원 기관 관계자들은 서울시에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저마다의 특성을 갖고 프로그램

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새롭게 개설 ․운영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둔 

프로그램은 다음해에 다른 기관들에서도 운영을 하는 등 급속한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모두 취업을 희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 엄격한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교육생의 고령화 및 반복수강생의 증가도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교육으로서의 위상을 잡아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제기되었다. 직업교육훈련을 이원화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지역여성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취업의지가 높은 집단을 발굴하고 취업목표를 확실히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직업교육으로서의 효과

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직업교육혁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교육과정이 시장 수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

야 하며, 직업교육 과정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미스매칭 문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와 그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내용이 

실제 직업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성된 인재가 어떻게 기업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완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의지 제고를 위한 특별한 교육

훈련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조건의 변화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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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마련, 취업의지가 높은 여성들을 모집 ․ 선발하는 과정에 대한 설계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이직 또는 전직을 지원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직장생활이 길어지면서 쌓여가는 경력이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보다 오히려 노동시장이 부담스러워하는 요인이 된다. 이 경우 경력단절 기간이 더욱 길어질 위험

이 크다. 이는 여성들에게 경력을 쌓도록 격려하는 제도나 문화가 조성된다고 해도 정작 경력단절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경력으로 인한 장벽을 경험할 위험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부분이다.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전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일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하

기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도 이들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 훈련기관의 역할 개선방안

  공공 여성훈련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과 관련된 연구문헌51)에 의하면 공공 여성훈련기관들이 

정체성 및 역할 문제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업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훈련기

회를 제공하던 공적인 역할을 이제 민간 영리기관들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기관 고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민간 영리기관들처럼 완전히 변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운 공적인 기능을 찾아 수행해야 하는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 물론 그 선택은 개개 

기관보다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아직 정부가 공공 여성훈련기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공공 여성훈련기관들은 민간 훈련기관들과의 경쟁력

을 갖추어 수요자중심 훈련체제에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지금까지 수행해오던 경력단절여성 지원이라

는 공적 기능의 재정립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은 경력단절여성 훈련분야에서 민간기관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서, 민간훈련기관 서비스의 취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공적 기능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을 주문

하고 있다. 또한 우선, 민간학원의 훈련분야 전문성에 비해 약점인 백화점식 훈련과정 운영을 개편하

여, 일부 훈련분야를 경쟁분야로 특화하고 이를 전문화, 표준화함으로써 민간훈련기관들과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은 그동안의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에서 축적

한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 역량을 강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상담에서 훈련, 취업지

원, 사후관리, 일ㆍ가정 양립지원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one-stop서비스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여성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부분은 직업훈련계좌제 하에서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공공 

취업서비스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민간훈련기관들은 훈련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취업지원에 있어

서는 매우 취약한 편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국, 취업성과를 떨어뜨리고 구직여성들의 취업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민간훈련기관들이 취업지원 역량을 단기간에 강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럴 의사도 약하다. 따라서 계좌제 훈련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 여성훈련기

관의 취업지원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훈련기관의 훈련전문성과 공공 여성훈련기관의 취업

51) 박성정･최윤정･전혜숙(201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경력단절여성의 훈련성과 제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
원, p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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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전문성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①공적 기능 강화, ②기관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축의 역할 재정립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①공적 기능 강화의 추진과제로는 ‘경력단절여성 2차 상담기관화’, ‘경력단절여성 특화 훈련과

정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관리 중점기관 지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②기관의 경쟁력 강화의 추진

과제로는 ‘공공 여성훈련기관의 브랜드화’, ‘여성훈련분야 전문화ㆍ훈련과정 표준화’, ‘상담-훈련-취･
창업 패키지 연계 강화’, ‘인턴 연계로 실습기회 확대’, ‘상담, 사후관리, 보육, 가사지원 서비스 등 

차별화’를 제시하고 있다.

다. 지원체계의 전문성 강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지역별 새일센터 규모 확대와 경력단절여성등의 수요에 따른 원활한 지원서

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연구문헌에서는 경력단절여성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

터’라 한다)간 협력체계구축과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여성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

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간 협력체계 구축 운영, 지역지원센터의 지원, 

컨설팅과 관리 평가, 지역지원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리”등을 담당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

러 지역지원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정보 취업과 복지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 프

로그램의 개발 보급,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직업정보 제공, 취업알

선, 취업 후 사후관리와 경력유지 서비스 제공, 기업의 구인수요 파악과 직업교육훈련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지역지원센터는 지역별 특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등 개개인의 특성, 즉 경력

단절 기간, 종사업무, 경력, 연령이나 학력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력별로 경력단절 시기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결혼 전후에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전문대 및 대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고졸 여성에 비해서 결혼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낮았으나, 출산으로 인해 그만

두는 비율은 고졸 여성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 학력에 따라 경력단절 사유간의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52) 그리고 새일센터 구직자의 학력분포를 살펴봐도, 고졸이 46.9%로 가장 높고, 대졸 

18.0%, 초대졸 14.2%, 석사 이상 학위가 1% 남짓으로 고학력 여성의 새일센터 사용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53) 따라서 이러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은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직종 발굴

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새일센터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 반면, 

저학력 여성은 상대적으로 교육 훈련시 고령여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생계나 육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2) 김주영(2010), “여성의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노동리뷰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38∼39면 참조
53) 민무숙 외(2013), 경력단절여성 대상별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33∼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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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개선방안

  문헌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준비 단계에

서는 훈련 및 취업지원기관이, 취업이후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이 실질적인 지원 장치 및 제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교육훈련기관 내 영유아 보호시설 

설치 혹은 현행 보육 및 아이돌봄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 둘째, 직종이나 직무의 성격, 협업의 정도 

및 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근무제도 마련하거나 도입을 지원하고 유도, 이는 비단 여성에 한정되기보다 

작업장의 시간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설계, 셋째,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나 대체인력 활용 

등의 제도 개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간과 직장생활의 연계성 강화, 남성 육아휴

직 활성화 등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넷째, 노동시장의 분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서로를 독려

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로서 기업연대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등을 제안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에서는 노동시장의 분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

다.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무방비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고려된 숙련도 제고 지원과 전직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민간의 

참여부분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공공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유지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공공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바탕으

로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부문에

서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특히 여성들의 지속고용은 언제가 도달 불가능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서로를 독려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로서 기업연대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종 개발을 통해 입직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 정책의 추진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과 공공, 공공과 민간이 안정

적으로 논의하는 구조 또한 정착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이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그 성과 또한 정확히 파악되기 어렵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뿐 아니라 정책 성과를 체계화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작업

으로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려한 숙련도 제고 및 전직 지원의 경우는, 일과 가족생활, 또는 

개인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에서 여성들은 이후의 진로나 경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상황에 떠밀려 직장을 그만두게 되기도 한다. 초기 육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출산 후 악화된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견디다 결국 경력단절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지속된 야근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직장이 일과 개인생활의 병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 특히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실행되

고 있었다면 원하지 않던 경력단절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직종이나 직무의 성격, 협업의 정도 

및 방식 등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근무 제도를 마련, 도입을 지원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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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근무제도는 비단 여성에 한정하여 실시되기보다는 작업장의 시간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안내되어야 한다.

  연구문헌54)에서도 ‘고용-돌봄 연계서비스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주문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애로사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자녀 양육, 보육의 어려움’이다. 특히 30대 여성이 다른 연령대

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구직활동

이 어렵다. 따라서 교육훈련기관 내 영유아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현행 보육 및 아이돌봄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녀돌봄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재취업시 필요한 돌봄서비스로 아이돌봄지원법 에 따른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 시간제 돌봄 및 방과후 자녀돌봄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취업

여성을 중심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재가서비스에 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 직업교육훈련 참여자와 

여성구직자에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설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수요

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재직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단절예방정책은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시기가 결혼과 출산시기이

므로 육아휴직 급여나 대체인력 활용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 복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정책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이

다. 사업장 단위에서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장시간근로 개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간과 직장생활의 연계성 강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창업 지원사업 개선방안

  문헌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은, “첫째, 여성 

창업 및 교육은 여성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먼저 여성창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 및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전문적이며 실전 위주의 맞춤형 창업교육을 강화, 둘째, 

제조업 중심의 기술창업에 비해 여성의 장점을 살려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지식기반서비

스업 육성에 주력, 셋째, 여성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 프로그램이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여 여성창업이 용이한 업종 발굴,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실무 지원, 창업 

자금 지원까지 연계된 체계로 개선 및 개발, 넷째, 창업이후 기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겪는 자금조달 

해로를 위해 여성지식기술창업전용자금의 설정 및 신용보증 지원 확충 방안도 검토, 남성 중심의 기업 

활동 및 접대문화 등 애로요인을 완화 방안 마련 필요”등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 대상 정책적 시사점을 보고한 문헌55)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성창업 지원에 

54) 김영옥･오은진･한지영(2014)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9-71

55) 양현봉 외(2014), ‘여성 지식기술 창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2014-697호),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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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여성들의 지식기술 창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최근 창업한 여성기업가일수록 창업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의 평균 연령이나,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성 지식기술 창업자의 평균 연령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벤처정신이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성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들의 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향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전 직장 경험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직업교육, 학교교육이라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교육시스템이 여성들의 

창업 마인드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여성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되,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전문적이며 실전 위주의 

맞춤형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여성 지식기술 창업자들이 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애로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여성 지식기술창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조달로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 후 6개월∼3년 기간에 창업자금 조달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64.3%로 

나타났다. 향후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특히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여성지식기술창업전용자금의 설정 및 신용보증 지원 확충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성 창업과 비교한 여성 지식기술창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설문조

사 결과, 여성 지식기술창업이 남성에 비해 불리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남성 중심의 기업활동 및 접대문화, 여성 창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나타났음을 

감안하여, 여성 창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창업의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가율 성과에 있어 기술에 바탕을 둔 제조업보다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설문조사 결과 여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창업 5년 후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19.6%(제조업 9.6%)

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29.5%(제조업 19.2%)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지식기술 창업

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기술창업에 비해 여성의 장점을 살려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지식기

반서비스업 육성에 보다 주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통해 지원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5점 척도의 조사에서 활용도는 2.61점으로 나타났음에 비해, 그 효과는 3.1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여성 지식기술 창업기업의 정부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면 그에 따른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재)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세계 각국이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진작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

에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전혜진 외(2015)56)는 그들의 연구에서 

56) 전혜진･박재환(2015), ‘창업생태계 변화가 여성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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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창업교육을 수행하고 긍정적인 창업환경을 마련해줌으로서 경력단절 여

성창업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교육의 창업의

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창업환경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경력단절여성들의 창업의지

를 높이기 위해서 심리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할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은 여성창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접근방법 중 하나로써 여성 근로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성창업자의 증가는 여성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창업과 취업의 고른 성장을 이끌며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첫째, “경력단절 여성의 심리적특성, 창업교육, 창업환경이 창업 의지에 (+)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둘째, “심리적특성과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창업환경

이 조절효과로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즉,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의 단절과 

개인 네트워크의 단절이 함께 일어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책개발에 있어서 “경력단절 여성의 개인네트워크 구축이나 여성창업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활동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심리적특성을 고려하며,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

를 높이는 일에 역점을 두어 경력단절여성창업활성화 및 사회 재 참여율 증가를 가져 오는데 앞장”서

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김선화 외(2014)57)의 자료에서는 2013년 정부가 발표한 고용율 70% 로드맵의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창업활성화가 강조되었지만 여성 1인창조기업은 전체 1인창조기업 중 16.5%

에 불과하여, 남성 1인창조기업이 대부분(83.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등에게 적합한 1인 창업 및 여성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

고 현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여성창업지원 특례 규정을 연계하여 관련 정보 및 프로그

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전국 30개 새일센터에서 나주 새일센터(도배기

능사 인력 양성과정), 서울 동작(홈스쿨(초등수학) 과정), 서울북부(소자본외식업창업과정), 서울 구로

(오픈마켓창업), 청주(여성친화협동조합 창업), 경기도 안양(바리스타 카페 창업과정), 충남 천안(따끈

따끈 맛있는 떡 창업), 경남 김해(밑반찬창업반) 등 총 35개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실시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활성화가 미약하고 아직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58)임을 지적하면

서 여성창업이 용이한 업종 발굴,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실무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창업지원사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57) 김선화, 남기남(2013),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여성 1인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46호, 중소기업연구원 참조

58) 민무숙 외(2013), 경력단절여성 대상별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여성가족부,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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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 개선방안

  기존의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구인 구직 정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재은행 DB,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 시스템 구축으로 경력단절여성의 특성

상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교육 및 정보전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김영옥 외(2014)59)의 자료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주문

하고 있다. 현재 경력단절여성등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상담 사이트로 ‘꿈날개(www.dream.go.kr)’

와 고용노동부 ‘일모아(www.ilmoa.go.kr), ‘워크넷(www.work.go.kr)’ 등이 있다. 특히 ‘꿈날개’는 

여성특화 일자리 사이트로서 교육신청, 커리어코칭, 채용정보 등 정보채널, 진단센터(직업역량진단, 

창업역량진단, 새일진단본부 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 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고용지원센터와 여성고용지원센터(민간위탁) 등을 통해 구인 구직 관련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와 법률체계가 중복될 수 있으나, 현행 제도와 연계하

여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구인 구직 정보 수입 및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구인 구직 정보,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인재은행 DB,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사이

트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상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교육 및 정보전달이 접근 면에서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59) 김영옥･오은진･한지영(2014)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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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및 지원제도 현황과 문제

  경력단절여성 정책 및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많은 

연구보고서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결혼, 임신·출산, 육아,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교육 등과 같은 

돌봄의 이유가 있으면서도 이와 함께 직장 내 근로 시간 및 보수 등의 작업여건 불만족, 직장 내 

차별 및 성희롱, 직장의 휴업 및 폐업,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현실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유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 및 서울시가 그간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주요 영역으로 확대하고 추진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경력단절 예방

의 실질적 효과로 나타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부문이 함께 나서지 않는 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연구문헌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포함하는 주요 기본계획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고, 업무계획수립 및 점검 기간이나 실태조사 기간이 사회변

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만큼 신축적이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즉, 법규상의 계획수립 및 점검 관리 

기간, 조사 및 연구개발 관련 항목에 대하여 더욱 구체화하고 그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도 사용자로부터는 생산성 저하와 노동비용 증가, 근로자로

부터는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취업유형과 개발 경로의 

개발, 아울러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취업 미스매칭의 해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양한 민간 및 공공 여성직업훈련기관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의 직종 및 직무에 대한 훈련 전문성, 공공의 경력단절여성 분야 

특화 및 원스톱 종합지원 기능 등에 대한 체계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단위의 

지역 여성경력단절 지원센터와 더불어 경력단절여성 중앙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창업분야의 경우에는 여성 창업 및 교육이 여성의 심리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여성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 프로그램의 경우도 비교적 단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른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여성창업이 용이한 업종에의 집중 발굴,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특성

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 및 상대적인 자금조달의 애로

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 및 관련 정보 들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교육 및 정보 전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종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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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요약해본다면, 첫째,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과 제도 필요, 

둘째, 자발적 혹은 제도적 차원의 기업(민간)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창출, 셋째, 양적인 

평가를 넘어서 경력단절여성의 삶의 질을 고려한 성과평가가 필요, 넷째, 여성에게 맞는 전문적 직종 

개발과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 다섯째, 학력 및 연령대, 연령대 내에서도 개별 특성(비혼, 기혼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력단절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정책의 개발, 여섯째,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개발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정책 및 지원제도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관행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

시장의 잘못된 성차별적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여성 스스로의 자기개발과 더불어 직장 내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

의 결실은 현행법에 관련 문항을 삽입 혹은 개정하는 작업이 뒷받침되고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대학생

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성평등한 직업의식이 심어질 수 있는 교육과 청소년 진로교육과 진로

지도 과정에서 성 평등한 진로계획 및 직업관을 심어주어 그 효과를 배가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법규의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함을 주문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다양한 부처의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3년마다 실시, 실태조사도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시행규칙이 아닌 법규에 명문

화, 둘째,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수립 활용 규정 및 실태조사 이상의 연구개발 규정을 신설, 셋째, 

혼인, 직장 내 차별 및 성희롱도 경력단절 사유에 포함, 경력단절 후의 재취업자도 경력단절여성의 

범위에 포함, 넷째, 기본계획 수립에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추진방법과 추진시기, 재원규모와 조달방

안을 추가, 다섯째, 여성가족부 차관 주관,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을 법적 차원에서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은, 첫째, 경력단

절 기간 및 총 근속년수를 고려한 재취업 유형과 경로 개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둘째, 공공 

여성직업훈련기관의 백화점식 운영 개편, 취미수요 교육기관과 취업수요 교육기관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전문 특화 분야 개발 및 표준화, 셋째, 취업의지가 높은 집단을 집중 지원하는 직업교육 실시 

및 취업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필요 인재 파악 및 현장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 넷째, 보다 

장기적 경력 설계 지원과 함께 이직 또는 전직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다섯째, 민간 여성직업훈련기관

은 직종별 훈련분야 전문성 발휘, 공공 여성직업훈련기관은 경력단절여성 훈련분야 전문성 발휘 및 

취업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사후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종합기관으로 발돋움, 여섯째, 경력단절여

성 지역지원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중앙지원센터를 운영, 일곱째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도 안

정된 일자리 발굴과 더불어 근로자의 여건 및 수요에 대응한 전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유연한 인사규정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준비 단계에서는 훈련 및 취업지원기관

이, 취업이후 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이 실질적인 지원 장치 및 제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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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첫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교육훈련기관 내 영유아 보호시설 설치 혹은 현행 보육 및 

아이돌봄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 둘째, 직종이나 직무의 성격, 협업의 정도 및 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근무제도 마련하거나 도입을 지원하고 유도, 이는 비단 여성에 한정되기보다 작업장의 시간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설계, 셋째,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나 대체인력 활용 등의 제도 개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간과 직장생활의 연계성 강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산･육
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넷째, 노동시장의 분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

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서로를 독려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로서 기업연대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은, 첫째, 여성 창업 및 교육은 여성의 심리적 요인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먼저 여성창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 및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전문적이며 실전 위주의 맞춤형 창업교육을 강화, 둘째, 제조업 중심의 기술창업에 비해 여성의 

장점을 살려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에 주력, 셋째, 여성 직업훈련기

관에서 실시하는 창업 프로그램이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여 여성창업이 용이한 업

종 발굴,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실무 지원, 창업 자금 지원까지 연계된 체계로 개선 

및 개발, 넷째, 창업이후 기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겪는 자금조달 해로를 위해 여성지식기술창업전용자

금의 설정 및 신용보증 지원 확충 방안도 검토, 남성 중심의 기업 활동 및 접대문화 등 애로요인을 

완화 방안 마련 필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구인 구직 정보,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인재은행 DB,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 시스템 구축으로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상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교육 및 정보전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3. 연구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먼저 지금까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화되어 왔고, 그 

실행과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다수의 공과

를 제시하기 보다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점을 양지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

다. 추후에는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많은 기관과 민간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문헌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분류하여 제시하는 정도의 보고서로써 정책입안 

과정에서 살펴보고 참고하는 정도의 자료로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되며 추후의 연구에서는 여기

서 나타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행과제로 도출하기 위한 내용개발과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타당성 분석으로까지 이어지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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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서울시 제조기반 스타트업활성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팅 구축 및 제조(양산) 인프라 연계방안

연구책임자 남정민

요약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기업의 해외이전(offshoring)으로 인한 제조기반 성장 동력 약화 및 실업 등과 같은 
고용문제의 대두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기반 스타트업의 시제품 및 
양산품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한 대규모 중국이전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미래는 매우 
어두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 중국, 일본의 제조기반 스타트업 지원시스템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한국의 
제조기반 스타트업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공공부문 지원기관의 역할 중복 해소 및 협업강화이다. 국내 주요 메이커를 위한 지원 기관(공간)은 
무한상상실(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시제품제작터(중고기업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중소기업
청), 콘텐츠코리아랩(문화체육관광부), 아이디어팩토리(산업통상자원부), 창업공장소(ETRI, KIST, KRISS) 
등 각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영역에도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부처 및 지역 내 교류 및 상호연계활동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실제 운영률도 매우 저조하다. 미국의 경우 자생적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테크샵)와 
정부지원정책의 결합으로 사업 및 예산의 중복을 해소하고, 제조기업 스타트업이 집결한 플랫폼을 조성함으
로써 연결과 공유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제조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기관들이 메이커운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정부의 지원형태로 제조기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메이커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정부지원의 중복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낳고 있다. 

○ 둘째, 제조기반 스타트업(메이커)를 전문 육성할 민간주도의 전문 엑셀러레이터(기관)의 필요성이다. 중국의 
경우 제조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시드스튜디오(Seed Studio), DF로봇(DFRobot), 
잉단(Indan)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민간주도의 전문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제조기반 스타트업 
전문 엑셀러레이터(기관)인 시드(Seed)의 경우, 메이커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에게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한 시작단계에서 아이디어 발굴, 교육, 온라인커뮤니티 운영뿐만 아니라 10개부터 1000개 이상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정도 운영함으로써 타 국가의 비해 1/7수준으로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는 종합시
스템을 구현한다. 국내 몇 안 되는 제조기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기관)의 경우는 시제품제작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 주형·조립·구조화, 대량생산 등 제조기반 스타트업의 사업화에 핵심기능은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향후 제조업스타트업을 집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제조기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기관의 역량강화 및 물적·인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제조기반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기회를 얻으며, 실제 시제품 제작에서 양산단계까
지 원스톱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장형 엑셀러레이팅 기관의 설립 및 기존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셋째, 국내 제조기반 스타트업과 국내 대형(중견) 제조기업과의 대량양산체계 공유 구현이다. 아이폰 제작사
로 유명한 폭스콘의 경우 중국 스타트업의 제품 중 시장에서 초기 검증된 제품을 중심으로 대량양산 지원시스
템을 제공한다. 중국 제조기반 스타트업들은 잉단, 시드, DF로봇 등을 통해 시제품 검증과 1차 양산시스템을 
제공받고, 이후 폭스콘과 같은 중국의 대표적 제조회사를 통해 전 세계 시장에 확산될 수 있는 수량의 
제품을 대량생산시스템으로 제공받고 있다. 대기업으로 급성장한 중국의  ICT기업들은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적극 재투자하면서 선순환적인 창업 생태계가 생겨나고 있다. 국내 제조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대기업들과 제조기반 스타트업의 공유와 협력, 특히 생산시스템 활용
을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대기업들의 인식전환(제조스타트업에 대한 자발적 지원의지)이 전제되어
야 한다. 기존 제조기업의 유휴시설이 스타트업제조지원플랫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비용 
및 감세 등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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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세계 주요국에서는 새로운 경제 혁신의 원동력으로 메이커 운동을 

주목하고 있으며, 테크샵같은 메이커스페이스에서는 킥스타트에 혁신 제품을 내서 클라우딩펀

딩을 받기 위해 제품혁신이 일어나고 있음. 킥스타터에서 연일 쏟아지는 혁신 제품은 대부분 

이러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짐1).

  ○ 창의성 기반의 혁신 및 창업의 원천으로 메이커 운동이 부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메이커 운동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적 토대라는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메이커 운동 확산을 지원하고 있음.

  ○ 해외 메이커운동은 민간에서 메이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등 물량위주의 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 역할 

중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메이커운동 확산을 통한 저변은 넓어지고 있으나, 실제 창업활동으로 연계되는 비중으로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해외 메이커운동을 통한 제조기반 스타트업 전환율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

는 문제점이 나타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기반 스타트업 창업자의 진입과정인 메이커활동의 

현황과 환경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제조기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팅 구축 및 제조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기 위함. 

1) 국내외 메이커 운동사례조사 및 국내 메이커 문화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1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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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메이커운동의 현황 및 환경 분석

  ○ 공공기관 주도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이 확대되고 있으나 양적 확장에 집중되어 있음.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메이커 스페이스가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들 

간의 협력 및 교류가 필요함.

  ○ 국내 메이커(제조기반창업) 주요 기관

1. 무한상상실

  - 과학관, 도서관, 주민 센터 등 생활공간에 설치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국민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험·제작을 하거나 UCC 제작·스토리 창

작 등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우정사업본부 등 각 부처의 

적극 참여를 통해 전국 단위의 무한상상실 공간 인프라 기반 구축

  - ’17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227개 시·군·구 당 1개소 이상 구축

  - 전국 어디서나 1시간이내에 접근 가능한 무한상상실 구축2)

2. 콘텐츠코리아랩

  - 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이 축이 되도록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융합되어 창작 및 창업

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멘토링–네트워킹–펀딩–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공간

  - 2014년 5월 28일 대학로에 개소한 제1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세워져 게임·영화·음악·

패션 등 문화 콘텐츠 장르별 융합 프로젝트 개발과 창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인큐베이

팅을 지원하는 문화 콘텐츠 창작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

  - 상상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융합 프로그램과 창작을 위한 열린 공간, 풍부한 

시설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모두 제공해주는 창작자의 연구실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확인할 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작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와 대기업들과의 교류 및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

2) 무한상상실. www.ideaall.net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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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창작과 비즈니스 개발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 역량을 보유한 인력들을 배치해 이용자

들에게 적극적이고 실직적인 가이드와 지원을 제공3)

  출처 : 콘텐츠코리아랩

<그림 1> 콘텐츠코리아랩 소개

3.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 창의적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 첨단제품을 지속적으로 창출하

는 글로벌 선도 제품화 허브로 도약하기 위함.

  - 아이디어와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적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함.

  - 1단계 아이디어 기획 / 구체화 :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2단계 제품 설계 / 디자인 : 창조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설계/디자인 비용 지원

  - 3단계 시제품 개발 / 구현 : 성공적인 제품화를 위해 제품 개발에 투입되는 직접 비용에 대한 

지원(인건비, 시금형 제작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등)

3) 콘텐츠코리아랩. www.ck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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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시장진출(국내외 마케팅 지원) : 제품화 성공 후 혁신적인 우수 제품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홍보지원4)

        출처: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그림 2>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의 비전 및 목표

4)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www.creativefac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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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공공 메이커스페이스 주요 예시5) 

종류 설명 개수

무한상상실
(미래창조과학부)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형 프로그램과 디지털 장비 활용 
제작실습 진행

거점 13개, 소규모 28개소 
(2017년까지 227개소 설치 예정)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프로그램 연계·총괄

17개소

시제품제작터/
셀프제작소
(중소기업청)

일반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창업의 꿈을 현실
화하도록 지원

4개소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금, 
장비, 기술, 마케팅, 입주공간 등을 통합 지원
(1천800㎡ 규모의 전용공간에 3D프린팅 제작 설비와
 편의시설 구축)

1개소

콘텐츠코리아랩
(문화체육관광부)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작 공간 및 설비 지원 

5개소 (2017년 6개소 
설립 예정)

창의디바이스랩
(미래창조과학부)

국내 스마트 디바이스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시제품화 지원

3개소

아이디어팩토리
(산업통상자원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구현해볼 수 있도록 학내 
설치된 개방형 제작 공간, 실제 사업화도 지원 

10개소

창업공작소
(ETRI, KIST, KRISS)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활 속 ICT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멘토링 및 실험 시제품 제작 환경 제공

4개소

IoT DIY 오픈랩
사물인터넷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시제품 개발 및 시판까
지 전주기적 개발 지원 제공

3개소

  ○ 국내 메이커 및 제조기반 창업지원기관들은 ‘메이커 문화 확산’ 및 ‘메이커교육’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으나, 메이커활동을 통한 창업사업화 연계지원시스템이 미비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국

내 지원기관의 사업화 지원 방식은 시제품제작 지원 단계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양산시스템지원 

및 품질관리, 투자지원의 부재로 사업화단계로의 전환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

  ○ 연구결과(조항정 외, 2015), 메이커의 절반가량이 자신이 만든 것을 판매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판매중이다’는 응답은 1%로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메이커가 창업

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시제품 제작 관련 정보 부족, 생산․판매 체계 미흡으로 인해 메이커 사업화의 한계가 있음. 특히 

아이디어단계에서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초기양산, 품질관리, 판매·유통, 대량생산 등의 

전체 제조기반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5) 한국형 메이커 운동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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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커의 아이디어, 상품의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관련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기반 창업전문지원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의 주요 제조업 엑셀러레이팅 기관

(예. SEEED, MAKER SPACE)에 비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중국 심천의 위치한 세계최대의 제조기반 스타트업지원기관인 SEED의 경우, 제작자의 아이디

어를 10개부터 1000개 이상 단위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조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

라인의 생산비용은 유럽이나 미국의 1/7수준으로 메이커의 아이디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함. 특히 10,000개를 넘어서는 수량에 대해서는 폭스콘 등 대량공정에 

특화된 곳에 연결을 시켜주는 중개자 역할도 수행

<표 2> 국내 주요 메이커 창업 지원 기업6)

구분 종류 업체명 설명

오프
라인

하드웨어창업지원
N15

n15.asia 
(2015년 설립)

하드웨어 스타트업 빌더(Startup Builder) 
- 24시간 입주 가능한 메이커·코워킹 스페이스 운영
- 용산전자상가 인프라 활용, 중국 심천 엑셀러레이터 등 해외 

투자자 연계

온라인 온라인판매
소생공단

soseng.co.kr. 
(2015년 설립) 

수공예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 
- 공예가들의 제품 제작 배경과 동기를 함께 소개   
- 일반인들도 물건을 팔수 있는‘가게’메뉴 준비 중  

온라인 아이디어제품개발플랫폼
메이크코리아
maque.co.kr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개발·판매
-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시장·특허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자금 투자, 생산, 유통까지 이루어짐
- 아이디어 제안자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음
  * 케이블 정리함 ‘박스탭’은 출시 6개월 만에 
    3억 원 매출 달성  

온라인 아이디어제품개발플랫폼

아이디어오디션
ideaaudition.com

(2012년 설립)
- 중소기업청 위탁

전문가 참여로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 
- 현대홈쇼핑과 제품개발·홍보 프로젝트도 진행 
  * ‘아이디어 전동드릴’ 제품은 현대홈쇼핑 방송을 통해 

1시간만에 1억원 매출 달성

온라인 아이디어제품개발플랫폼
팔로

pallo.kr
(2013년 설립)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상품화 
대중 참여형 제품개발 플랫폼  
  * S.W.A.T(아이폰 충전거치대)는 출시 이후 2,000개 이상

판매하였으며, 130명 회원에게 판매수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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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국의 제조기업 스타트업 활성화 현황

① 미 국

  ○ 자생적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와 정부지원정책의 결합

  - 테크숍7)(Tech Shop)은 2006년 10월에 설립된 유료 디지털 제조 공간으로 현재 미국에 8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7,000명 정도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는 테크숍과 유사한 

소형 메이커스페이스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 테크숍은 면적이 평균 450∼560평에 이르고, 고급형의 디지털 제조 설비들을 갖추고 있음. 

150달러의 월간 이용료를 내고 사용 가능하며, 교육 프로그램과 사용자 간 인적 교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장시간 작업하는 사용자들을 배려하여 주 7일 24시간 운영함

<그림 3> 미국의 테크샵

  ○ 메이커 국가(Nation of Makers) 창조를 목표로 메이커 인프라 구축

  -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메이커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메이커 국가(Nation of 

Makers) 창조를 목표로 메이커 인프라 구축 및 운동 확산을 지원함

    ※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6월 18일을 “메이커의 날(National Day of Making)”로 지정하고, 

백악관에서 국가 메이커 페어(National Maker Faire)를 개최함. 2015년 6월 ‘메이킹 주간

(National Week of Making)’에는 워싱턴 DC에서 국가차원의 메이커 페어 행사가 개최되고 

교육부, NSF, 국제개발기구, 중기청, NASA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참여함.

7) 미국 경제 잡지 Inc가 선정한 ‘최고 제조기업 12위’, ‘미국 내 가장 빨리 성장한 사기업 611위’에 선정됨. 한 
달에 125달러의 사용료를 지불하면 레이저커터, 플라스틱/금속/목재 가공, 용접도구, 3D프린터 등의 다양한 공작 
기계들을 자유롭게 사용가능. 메이커들의 취미공간일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프로토타입의 제조공간이며, GE, 
포드, 오토데스크 등의 R&D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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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커 운동이 취미 생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조 모델로 진화

  - 2013년 벤처 캐피탈 업계,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8억 4천5백만 달러투자. 4천4백만 달러였던 

2012년에 비해 19배 성장

  - 메이커 운동이 향후, 2천 8백만 개의 소규모 비즈니스의 2/3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참고 : ‘A movement in the making’ Deloitte University Press, 2013.

  - 메이커 운동을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프로세스가 현재 정립 중

    : 1)아이디어 수립, 2)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3D 프린터를 사용해 프로토타입 제작, 

3)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장 검증 및 자금 확보, 4)비즈니스로 발전8)

  ○ 제조업 부흥을 통한 경제회복 추진과 성공사례 증가

  - 미국은 금융, IT, 부동산 등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였고 대안으로 

제조업이 재조명 받음.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통해 일자리 확충과 경제 회복을 추진함.

  - 애플 창업부터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기인 오큘러스(Oculus) 창업, 스마트 시계인 페블

(Pebble) 등 사업화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도 시제품 제작으로 시작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엑셀러

레이터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하드웨어 창업에 성공하여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함   

② 중 국

  ○ 메이커운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인프라

  -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을 중심으로 공장형 제조기업, 하드웨어 판매업체, 사물인터넷 연계 

창업 공간, 커뮤니티(팹랩, 메이커스페이스, 해커스페이스) 등이 연계되면서 세계최대 제조기업 

창업 인프라를 구축함.

  ○ 민간기업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샤오미 등 중국의 ICT기업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

로 투자하고 있음. 대기업으로 급성장환 ICT기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적극 재투자하면서 선순환적인 창업 생태계가 생겨나고 있음.

    ※ 알리바바의 자회사 아리윈(阿里雲)은 Zhenfund, IDG 등 30여 개 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촹커

(创客)+’ 계획을 발표하고, 100억 위안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텐센트, 

레노버 등도 창업센터 개소,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 세계최고의 스타트업 제조 인프라 구축 : 기업형 제조스타트업지원기관 

  - 중국 심전에는 제조기반 창업에 필요한 부품 상가로 유명한 화창베이와 각종 공장, 기업형 제조스

타트업지원기관 ‘시드’(SEED),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잉단’(硬蛋) 등 메이커를 위한 광범위한 

자원이 존재하고 있음. 

  ▶ 기업형 제조스타트업지원기관 시드(SeeD)

   ∙ 전 세계 제작자들에게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한 시작 단계에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디어 발굴, 교육,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8) 국내외 메이커 운동사례조사 및 국내 메이커 문화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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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또한 디자인과 개발 단계의 노동자들과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작자의 아이디어를 10개부터 1000개 이상 단위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조 공정을 운영

하고 있으며 생산라인의 생산 비용은 유럽이나 미국의 1/7 수준으로 메이커의 아이디어가 세계

에서 가장 빠르게 구현되고 있음.9) 10,000개를 넘어서는 수량에 대해서는 폭스콘 등 대량공정

에 특화된 곳에 연결을 시켜주는 중개자 역할도 수행함.

     ※ 오프라인을 통한 양산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제품을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제조기반스타트업들이 중국 기업형 제조 엑셀러레이팅 시드

(SeeD)에 집결하고 있음.

  출처 : www.seeedstudio.com

<그림 4> Seed의 온라인 시제품 제작 주문코너

9) 최영숙·서동진 (2014년). 공공도큐먼트3: 다들 만들고 계십니까?, 미디어제작소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5년). 
제1회 메이커포럼 ; 블로터 (2015년 6월 25일). [현장] 6월 중국 심천은 ‘메이커’들의 축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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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저 커팅을 비롯해 3D프린팅 서비스, OPL, PCBA 프로토타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비용은 여타 중국 공장들에 비해서도 10-20%가량 저렴함. 10단계 제조형 스타트업

지원시스템(설계, 시제품제작, 양산인프라, 품질관리, 유통채널, 대량생산)을 통해 종합적인 제

조스타트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Co-design▶Prototyping▶Open Parts Library recommendation▶Design for 

Manufacture▶New Product Introduction▶Testing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Quality control▶Agile manufacture▶Mass Production ▶Sales & Distribution & 

Dropshipping 

1단계 : Co-design 공동설계 2단계 : Prototyping 시제품화

3단계 : Open Parts Library recommendation 
부품라이브러리 공개

4단계:DFM (Design for Manufacture) 양산설계

5단계:NPI (New Product Introduction) 양산방법제시
6단계 : Testing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양산제품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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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잉단’(硬蛋)>

   ∙ 잉단은 ‘딱딱한 달걀’이라는 의미로, 중국에서 창업을 이야기 할 때 흔히 인용되는 표현인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과정을 돕는다는 것을 기관명에 내포하고 있음. 그래서 이곳의 캐치 프레이즈는 

‘Hatch the Internet of Things’이며 ‘딱딱한 달걀을 여기(잉단)에서 부화시켜라’라는 것임. 

잉단의 모회사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시총 2조 기업인 오픈마켓 코고바이(Cogobuy)이며 주요 

협력사로는 바이두, JD, 360,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브로드콤, 샤오미까지 다양함.

   ∙ 2013년에 설립되어 직원 수만 700여 명이 넘는 잉단은 하드웨어 창업과 서비스 컨셉만 가져오

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말함. 잘 갖추어진 심천 인프라와 만 개에 달하는 자사 네트워크(협력사)

를 통해 중국 최대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로 성장함.

   ∙ 한 달 평균 방문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만 300여개 이상이며, 제품 컨셉만 있으면 디자인, 부품

사 연결, 제조, 마케팅, 유통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함. 창업자가 컨셉을 가지고 오면, 

디자인과 프로토타이핑 및 이후 대량 생산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잉단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신제품이나 기술을 지닌 

업체 역시 개발, 유통,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1만 개 이상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와 1천만 명의 팔로워, 5천 개 이상의 공급사를 지녔으며 중국 내 IT 대기업들과 IOT 오픈형 

에코시스템을 구축함.

7단계 : Quality control 품질관리 8단계 : Agile manufacture 유연생산시스템

9단계 : Mass Production 대량생산지원 10단계 : Sales & Distribution  판매&유통자원

 출처 : www.seeedstudio.com

<그림 5> Seed의 제조기업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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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단의 전체 프로세스는 아이디어화-디자인화-시제품화-대량양산화-브랜드화-양산유통으

로 진행됨.

 출처 : 잉단 사이트

<그림 6> 잉단의 제조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세스

③ 일 본

  - 민간 주도형 메이커 스페이스 등장과 전파

   ∙ 개인이 자유롭게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제조설비를 제공하는 개방형 소규모 작업장인 

팹랩(FabLab)은 2010년 동아시아 최초로 일본에서 민간 메이커들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으며, 

2013년 팹랩 재팬 네트워크(FabLab Japan Network)로 명칭을 전환하고 일본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팹랩과의 수평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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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연합 제조 시스템

   ∙ 도쿄 팹버스(Tokyo Fabbers)는 팹카페 도쿄(Fab Cafe Tokyo), 팹랩 시부야(FabLab 

Shibuya), 해피프린터(Happy Printers), 메이커베이스(Makers’ Base), 코로모자(Coromoza), 

카피 프린팅(Copy Printing)의 총 6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연합(Alliance)하여 디지털 기반의 

만들기를 지향하는 사람(Fabber)을 지원하고 있음. 이들은 서로 다른 운영 방식과 제작 설비를 

갖고 있으나,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작 활동의 기초적인 지원부터 제품의 생산 및 유통까지 가능한 통합적 시스템 제공

   ∙ 메이커스 베이스(Maker’s Base)는 3D 스캐너 및 프린터, 3D 모델링 도구 등 최신 디지털 제작

기기 뿐만 아니라 목공, 금속 세공, 재봉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 구현 및 기초적인 만들

기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제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마지

막으로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7> 메이커스 베이스 작업장

  ○ 미국은 제조업스타트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커 활성화를 위해 성장단계에 따라 제로 

투 메이커(Zero to Maker), 메이커 투 메이커(Maker to Maker), 메이커 투 마켓(Maker to 

Market)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제로 투 메이커는 메이커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단계이며 메이커 투 메이커는 메이커 활동을 바탕으로 메이커 간 협력‧융합이 이뤄지고 

메이커 투 마켓은 메이커 활동과 성과가 상업화로 이어지는 단계임. 미국 정부는 메이커 운동을 

제조업 부활을 위한 산업혁신의 동력으로 간주하고 초·중·고 교육과 연계하고 활성화를 지원

함. 

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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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민간 메이커지원기관인 테크샵의 경우 지역별로 존재하는 프랜차이즈형 메이커스페이스

로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 지역에서 시작했고 전국으로 퍼져 나가며 매년 800% 성장하는 최고

가 연구 및 제조설비, 각종 소프트웨어, 그리고 작업 공간을 갖춘 발명가들의 놀이터로, ‘도도케

이스(DODOcase)’, 다이아몬드 기계, 나가나드(Naganad)의 미숙아에게 정상 체온을 유지해줄 

수 있는 담요와 같은 혁신적인 창업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대형 제조업체들은 하드웨어 해커톤 경연에서, 제조기업들은 메이커 집단에 제품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회원인 참여자들은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지방정부들도 

이에 가세해 자기 지역에서 해커톤을 개최하고 전국 각지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초청해 지역 

소재 기업 제품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도록 유도하고 있음.

  ○ 중국의 시드 스튜디오(Seed Studio)나 잉단(Indan) 등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회사들은 제조업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시스템(설계, 시제품제작, 양산인프라, 품질관리, 유통채널, 대량생산)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전자제품 회사 폭스콘(Foxconn)도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근로자들

이 공간과 장비에 자유롭게 접근해 원하는 것을 만들도록 독려함으로써 장차 사업화할 수 있는 

제품 아이디어 창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기업의 해외이전(offshoring)으로 인한 제조기반 성장 동력 약화 및 실업 

등과 같은 고용문제의 대두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기반 스타

트업의 시제품 및 양산품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한 중국이전으로 인해 국내 제조기반 경쟁력의 

미래는 매우 어두운 실정임. 본 연구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미국, 중국, 일본의 제조기반 스타트

업 지원시스템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한국의 제조기반 스타트업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공공부문 지원기간의 역할 중복 해소 및 협업강화이다. 국내 주요 메이커를 위한 지원 

기관(공간)은 무한상상실(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시제품제작터(중고기업청), 크리

에이티브팩토리(중소기업청), 콘텐츠코리아랩(문화체육관광부), 아이디어팩토리(산업통상자원

부), 창업공장소(ETRI, KIST, KRISS) 등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영역에도 운영되고 있으

나, 정부부처 및 지역 내 교류 및 상호연계활동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실제 운영률도 매우 

저조함. 미국의 경우 자생된 민간 메이커스페이스(테크샵)와 정부지원정책의 결합으로 사업 및 

예산의 중복을 해소하고, 제조기업 스타트업이 집결한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연결과 공유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도 민간에서 자발적인 생긴 제조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기관들이 메이커운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닌 정부의 지원형태로 제조기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메

이커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정부지원의 중복성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함.

     ※ 중국 제조기반 스타트업엑셀러레이팅 기관인 잉단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신제품이나 기술을 지닌 업체 역시 개발, 유통,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1만 개 이상의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1천만 명의 팔로워, 5천 개 이상의 

공급사를 지녔으며 중국 내 IT 대기업들과 IOT 오픈형 에코시스템을 구축함.



서울시 제조기반 스타트업활성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팅 구축 및 제조(양산) 인프라 연계방안 ● 215

  ○ 둘째, 제조기반 스타트업(메이커)를 전문 육성할 민간주도의 전문 엑셀러레이터(기관)의 필요성

이다. 중국의 경우 제조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시드스튜디오(Seed 

Studio), DF로봇(DFRobot), 잉단(Indan)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민간주도의 전문기관들이 활동

하고 있음. 중국의 대표적인 제조기반 스타트업 전문 엑셀러레이터(기관)인 시드(Seed)의 경우, 

메이커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에게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한 시작단계에서 아이디어 발굴, 

교육, 온라인커뮤니티 운영뿐만 아니라 10개부터 1000개 이상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정

도 운영함으로써 타 국가의 비해 1/7수준으로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현

함. 잉단(IngDan)의 경우도 프로젝트관리->아이디어화->디자인화->시제품제작->주형·조

립·구조화->대량생산->브랜드화 및 마케팅·유통 등 제조업스타트업의 전주기적 지원시스템

을 자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의 제조기반스타트업을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비해 한국의 제조업지원기관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부문

의 확대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국내 몇 안 되는 제조기반 스타트

업 엑셀러레이터(기관)의 경우에도 시제품제작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 주형·조립·

구조화, 대량생산 등 제조기반 스타트업의 사업화에 핵심기능은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내 제조 스타트업이 실제 양산화 단계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는 실정임. 

  - 아울러 국내 엑셀러레이터의 대부분은 제조업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하

고 있음. 대부분 국내 엑셀러레이팅 기관은 제조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 및 인력,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이러한 이유로 하드웨어 스타트업과 같은 초기자본이 크게 소요되는 업종

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내 제조기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스타트업을 

집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제조기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

팅 기관의 역량강화 및 물적·인적 확대가 필요함. 특히 제조기반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기회를 얻으며, 실제 시제품 제작에서 양산단계까지 원스톱

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장형 엑셀러레이팅 기관의 설립 및 기존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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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 제조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기관 시드(Seed)의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부품제공, 초기양산

  ○ 셋째, 국내 제조기반 스타트업과 국내 대형(중견) 제조기업과의 대량양산체계 공유 구현이다. 

아이폰 제작사로 유명한 폭스콘10)의 경우 중국 스타트업의 제품 중 시장에서 초기 검증된 제품

을 중심으로 대량양산 지원시스템을 제공함. 중국 제조업의 메카지역인 심천에 있는 제조기반 

스타트업들은 잉단, 시드, DF로봇 등을 통해 시제품 검증과 1차 양산시스템을 제공하고, 이후 

폭스콘과 같은 중국의 대표적 제조회사를 통해 전 세계 시장에 확산될 수 있는 수량의 제품을 

대량생산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샤오미 등 중국의 ICT기업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대기업으로 급성장환 ICT기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에 적극 재투자하면서 선순환적인 창업 생태계

가 생겨나고 있음. 

10) 팍스콘(영어: Hon Hai Precision Industry Co., Ltd.,중국어: 鴻海精密工業股份有限公司) 또는 폭스콘은 중화
민국의 전자기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세계 최대 기업인 훙하이정밀공업 [1]의 자회사이자 상표이다. 
EMS[2]로 알려진 폭스콘은 실제로 공동 설계 제조나 공동 개발 제조에 가깝다. 폭스콘은 1974년 고급 전자제품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하려고 설립되었다. 1991년에 타이완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2007년에 518억 달러 
매출액을 달성한 폭스콘은 중화민국 최대 규모이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부 미지원 기업 중 최대 규모이다. 
2007년에 포춘 100 기업으로 선정된 폭스콘은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에서 450,000명 이상 사원이 일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최대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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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경우 메이커스페이스 자체가 메이커들의 취미공간일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프로토타입의 

제조공간이며, GE, 포드, 오토데스크 등의 R&D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 제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배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자발적인 제조기반스타트업 

육성의 의지가 필요하며,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제조스타트업 성장지원 투자에 노력

해야 함. 

  - 제조업 대기업들과 제조기반 스타트업의 공유와 협력, 특히 생산시스템 공유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는 대기업들의 인식전환(제조스타트업에 대한 자발적 지원의지)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존 제조

기업의 유휴시설이 스타트업제조지원플랫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세재 및 시스템 전환비용 등

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수도권 지역에 확대 신설되고 있는 벤처밸리시설에 제조기반스타트업플랫폼 중심의 양산시스

템을 원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가 필요함. 메이커운동은 크게 1단계 : 제로 투 메이커

(Zero to Maker), 2단계 : 메이커 투 메이커(Maker to Maker), 3단계 : 메이커 투 마켓

(Maker to Market)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단계 및 2단계 수준에 

국한된 문제점을 갖고 있음. 향후 국내 제조영역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3단계인 ‘메이커 

투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민간 영역의 인프라구축 및 활동 지원이 시급한 실정

임.

  ○ 서울시는 메이커를 위한 전용공간 설립을 기획하고 약 3만평 규모의 공간에서 활동할 1천명의 

혁신가들을 모집 중에 있음. 새로운 메이커 전용공간은 열린 공간에서 혁신가와 시민들이 머물며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조직 형성을 목표로 함. 메이커, 출판, 영화, 

연극, 연구자, IT개발자, 건축가 등 영역/분야 제한 없이 사회 혁신가들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새로운 상상과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국내 공공 메이커스페이스는 무한상상실, 창조경제혁신센터, 시제품제작터, 크리에이티브팩토

리, 콘텐츠코리아랩, 창의디바이스랩, 아이디어팩토리, 창업공작소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로 

산재되어 있으나, 실제 가동률 및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초기메이커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개방시간 제한, 시설 및 장비 사용전문가의 부족, 메이커 

커뮤니티 및 메이커플랫폼 미비 등으로 인해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미비함.

  - 국내 제조업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활용방안은 시제품 제작 단계 이후의 프로

세스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량양산체계 구축까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4 결과의 활용



218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 서울시가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메이커를 위한 전용공간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내 제조기반 스타

트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국내 메이커스페이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제조기반 스타트업 토탈원스톱온오프라인(Total-Onestop-Onoffline-Platform)형태

로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

※ Co-design▶Prototyping▶Open Parts Library recommendation▶Design for Manufacture▶New Product 
Introduction▶Testing development and introduction▶Quality control▶Agile manufacture▶Mass Production 
▶Sales & Distribution & Dropshipping 

  ○ 아울러 수도권 지역 기존 제조기업(대기업, 중소기업)들과 제조기반 스타트업들이 협업 및 공유

하며, 생산 및 양산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제조 기업들의 가동

률 제고 및 새로운 제조기반 스타트업들의 제품 양산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방안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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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메이커 운동사례조사 및 국내 메이커 문화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 무한상상실. www.ideaall.net 

● 콘텐츠코리아랩. www.ck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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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창업실패 Case-Study를 통한 Re-Start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김성열 참여 포럼위원 김용구, 이상철, 이해긍, 장광천

요약

1. 우리나라의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3년 후 생존율 41%, 5년 후 생존율 25%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집, 미장원,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3년 후 생존율 60%, 5년 후 생존율 43%, 10년 후 생존율은 20%로 나타나고 

있다.

2. 실패 과정의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부진(48.5%), 적자누적(41.8%), 판매대금 회수지연(40.8%), 거래처 

도산/부실(3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27.4%로 선진국의 10%대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율이며 생계형의 창업이 

많고 준비기간 부족, 경영의 의식부족, 아이템 선정실패, 입지선정 실패, 자금부족, 경쟁점포 출현, 트랜드 

변화 등이 실패요인이다.  

4. 실패한 기업인은 연대보증채무, 세금 추징,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및 카드발급 등 금융업무 불가, 개인파산, 

가족과 이웃으로부터의 외면, 삶의 포기 상태까지 내몰리고 있으며, 현재 국가 ․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5. 재도전 기업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들로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신용정보 공유, 정부지원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체납조세의 조정 등 조세제도,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문제, 채무조정범위의 확대 등이 있다. 

6. 우리나라의 재도전 지원제도로는 첫째 재창업 지원제도로서 재창업 지원과 개인신용회복 지원이 있으며, 

둘째로 경영위기 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및 조세 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등이 있다

색인어
한글 :

영어 :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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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창업실패 Case-Study를 통한 Re-Start 사업 활성화 방안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3년 후 생존율 41%, 5년 후 생존율 25%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집, 미장원,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3년 후 생존율 60%, 5년 후 생존율 43%, 10년 후 생존율은 

20%로 나타나고 있다. 실패한 기업인은 연대보증채무, 세금추징,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및 카드발급 

등 금융업무 불가, 개인파산, 가족과 이웃으로부터의 외면, 삶의 포기 상태까지 내몰리고 있으며, 

현재 국가 ․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해결해보기 위해 실패한 기업인들이 가지

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재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

여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재창업 플랫폼을 제공해보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본론은 4개의 장으로서 1장으로 창업실패 Case-Study를 통해 그 원인과 실패유형 등을 

분석해보고, 2장으로 우리나라의 재도전 현황 및 선진국의 재도전 정책과 실패한 기업인들을 바라보

는 사회적 변화를 알아보고, 3장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Re-Start를 위한 지원정책수집 분석해 보고 

마지막 4장으로 재도전에 성공사례 Case-Study를 통해 실패-극복-성공요인과 주요한 정책제안으

로 결론을 맺어본다. 이 연구논문이  ‘Re-Start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플랫폼’이 되어 더 

많은 성공한 재창업자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해본다.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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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3년 후 생존율 41%, 5년 후 생존율 25%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집, 미장원,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3년 후 생존율 60%, 5년 후 생존율 43%, 10년 후 생존율은 

20%로 나타나고 있다. 실패한 기업인은 연대보증채무, 세금추징,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및 카드발급 

등 금융업무 불가, 개인파산, 가족과 이웃으로부터의 외면, 삶의 포기 상태까지 내몰리고 있으며, 

현재 국가 ․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해결해보기 위해 실패한 기업인들이 가지

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재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

여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재창업 플랫폼을 제공해보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본론은 4개의 장으로서 1장으로 창업실패 Case-Study를 통해 그 원인과 실패유형 등을 

분석해보고, 2장으로 우리나라의 재도전 현황 및 선진국의 재도전 정책과 실패한 기업인들을 바라보

는 사회적 변화를 알아보고, 3장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Re-Start를 위한 지원정책수집 분석해 보고 

마지막 4장으로 재도전에 성공사례 Case-Study를 통해 실패-극복-성공요인과 주요한 정책제안으

로 결론을 맺어본다. 이 연구논문이 ‘Re-Start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플랫폼’이 되어 더 

많은 성공한 재창업자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해본다.   

1 서론



창업실패 Case-Study를 통한 Re-Start 사업 활성화 방안 ● 225

제1절 창업실패 Case-Study

가) 창업실패와 성공사례 비교(원인과 교훈) 

  - 실패사례 1 / 제조업 / 2년 차 -

(원인)

① 한방을 꿈꾸며 창업하다

대표자는 진급누락에 따라 소령으로 군 제대 후 사회생활을 준비 하던 중 정부의 녹색성장관

련 산업 지원 및 신재생 에너지관련 기업의 주식 등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한다는 뉴스 기사 

등을 보고 창업을 결심 즉, 창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아이템을 분석하여 실행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제대 후 대박을 꿈꾸며 인생역전을 위해 태양광사업에 뛰어 듬

② 전문가 확보없이 제조업을 시작하다

신재생에너지 붐에 고무된 대표자는 외주제작에 100% 의존하여 자체없이 태양광기기(보일러 

시설 등)제조업을 시작한 결과, 본인의 당초 제품 구상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수차례 

외주가공업체를 변경하여 제품개발이 상당기간 지연

③ 영업을 두려워하다

당초 계획보다 뒤늦게 제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표자

는 마케팅에 대해선 아무런 지식이 없었을 뿐더러 고향인근의 지인들을 통한 영업을 고수하여 

매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제대군인인 대표자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기본적인 영업마저 두려워하여 주변 지인들의 소개만으로 판매망을 축소시

키는 반면 타경쟁사들은 이미 시장 내 점유율을 높여가게 됨

④ 투자자 모집에 따른 브로커의 사기  

매출부진에 따른 자금압박이 시작되자 투자자를 소개해준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고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사기로 밝혀져 결국 돈만 날렸고, 투자자금 유입을 예상하고 사업 확장을 미리 

실행(사업장 확장, 원자재 구매)하는 바람에 계약금 손실을 입어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됨

(교훈)

① 창업은 로또복권이 아니다

 순간의 아이디어가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디어

란 창업자의 충분한 학습과 경험의 토대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순간 생성되어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 에너지 관련 사업은 분명 신수종사업으로 미래성장성과 정부의 지원이 집중되

는 산업이나 철저한 분석과 준비 없이 한탕을 노려 유행에 편승하는 식의 창업은 매우 위험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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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자는 해당업종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모든 사업에서 대표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여야 함. 특히 제조업인 

경우 외주생산을 할지라도 핵심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외주가공을 맡겨야지 

기술에 대한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실패에 이르는 최악의 

선택임. 그렇다면 대표자가 아이디어나 경영에 대한 높은 수준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력이 

없다면 제조업을 못하는 것인가? 이런 경우 사내에 기술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나 

동사와 같이 외부생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제품생산의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음

③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라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제품도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기회를 상실

함. 한 시즌 잠깐 입고 폐기처분하는 패스트패션이 유행인 최근의 소비자 트랜드를 보았을 

때 적시에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

④ 마케팅믹스 능력이 핵심이다

 타 기업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 제품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마케팅 능력에 

좌우됨. 신제품의 성능이 탁월하면 앉아서 주문만 받아도 되나 현실적으로 제품수명주기 상 

어떠한 신제품도 초기단계를 지나면 품질 및 가격은 평준화 되고 치열한 경쟁만이 남게 되므

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믹스전략을 구사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

⑤ 신중한 자금관리 및 투자계획

 사업이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중소기업은 항상 자금난에 허덕인다. 잘될 경우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어 낭패를 입게 되고, 안될 경우에는 사채나 투자자 모집 등의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

로 자금을 확보하려 함. 과감한 결단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성공한 창업자

들은 사업 초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외부차입을 최소화하고 신규투자 시에도 원칙과 현금흐

름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

  - 실패사례 2 / 소매업 / 1년 차 -

(원인)

① 창업 준비 부족

 유아용의류소매는 브랜드 및 유행에 민감한 분야이나 간호조무사 경력이 전부인 창업자는 

아동의류소매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업 함

② 유아용 의류와 부적합한 주변 상권

 창업자는 임대료 등의 부담으로 유동인구가 적고 주변에 음식점 등이 많은 상권에서 창업함. 

유아용 의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귀포 올레 시장 등 대로변 상가가 적합하나 주변에 

소매상가가 발달하지 않고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사업장을 둠으로서 고객감소 및 매출감소로 

계속 사업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③ 대형할인점과 경쟁에서 불리한 아이템 선정

 창업자는 초기부담이 적게 드는 유아용의류를 창업아이템으로 정하였으나, 동사 창업 시 서귀

포시에는 E마트 등 다수의 대형마트에는 이미 유아용 의류매장이 입점해있어 가격경쟁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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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불리함. 자금이 별로 안 들고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쉽게 개업했으나 유아용의류의 브랜드 중요성 및 인터넷 쇼핑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간과함

④ 주먹구구식 자금 운영

 창업자는 사업장 임차 시 보증금을 적게 내고 1년 치 임차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하

여 창업자금의 대부분을 상가 임차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자금부족으로 어린이용품 중 일부상

품만 구비함에 따라 제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소규모 구매로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외상

으로 구입하지 못함에 따라 창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자금 부족이 발생

(교훈)

① 창업 전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

 성공하는 창업을 위해서는 신보의 창업스쿨, 지자체의 창업교육 등 체계적인 창업교육 또는 

해당 업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하거나 창업관련 서적을 2종 이상 숙독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또한, 창업자는 관련업종에서 일정기간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업무를 숙지하거나 성공점포를 방문하여 경험담이나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창업자

가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기술이나 서비스(음식점업의 경우 음식 조리방법)를 습득하지 못한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음

② 상권분석을 통한 신중한 사업장 입지 선정

 개인사업 중 점포형 사업은 입지가 매우 중요함. 사업의 특성상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대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방문하지 않으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임. 입지 

선정 시에는 점포의 위치와 주변상권과의 조화, 유동인구, 주된 소비계층의 소득 및 소비수

준, 교통 및 주변 도로상황, 경쟁점포 분석 및 출현 가능성도 함께 조사하여야 함

③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유망 아이템 및 브랜드 선정 필요

 아이템 선정 시 요즘 잘되는 장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소비 흐름을 인식하고, 

본인의 창업자금에 무리가 없으면서 본인의 적성과 성격, 경험과 소질이 반영되고 향후 소비 

트렌드와도 맞아 떨어지는 업종의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의류 소매업은 소비

자가 선호하는 “브랜드”의 대리점으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함

④ 최소한 1년을 버틸 자금계획 마련 필요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 창업 후 제품이나 상품이 판매되어 현금화되기 까 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정착기간 동안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감안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함. 창업 

초기 예상이외의 비용지출이 발생하거나 적정 매출(이윤) 미달 시 조급함으로 경영에 악영향

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창업 전 자금계획이 필요함

  - 성공사례 1 / 광고업 / 3년 차 -

(원인)

①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동사는 콘텐츠와 스토리 중심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광고업체로 사훈은 ‘아마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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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향하는 프로’임. 상호 모순된 이 슬로건은 아마추어의 사고방식과 프로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생기는 시너지효과를 의미함 

동사의 기업 가치는 ‘즐거움’. 광고대행을 맡으며 다른 회사의 마케팅을 전담하는 기업이지만, 

동사에서 일하는 전 직원은 일을 하는 재미를 좇으며 그들에게 부여된 행복추구권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꾸려짐.

대표적인 예로 모 대기업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대표이사가 기획이나 과정이 흥미롭지 않다

는 이유로 과감히 거절한 사례도 있음. 즐거움이 없다면 일에 대한 직원들의 몰입도가 줄어들

고, 곧 좋지 않은 결과로 드러나 결국에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임

② 경험은 창업성공의 자양분

 대표이사는 회사 창업 전 동종업계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음. 일주일만에 아이디어를 백여 

개 이상 만드는 게 예삿일. 창업자는 창업에 보탬이 될 만한 경험을 그곳에서 차근차근 쌓아서 

자타공인 기획의 달인이 될 수 있었고 훗날 창업에 든든한 밑바탕이 됨.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동종 및 유사업계에서 경험을 쌓는 것은 기업 설립 후에 일어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임

③ 투자결정에 대한 철저한 내부 규율

 동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철저한 계산 아래 수익을 유지하고, 자금 중 일부만을 신규 

사업에 투자하자는 것을 내부규율로 정함. 창업후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무리한 사업확장이라 판단하고 신규사업유치 등의 투자를 위해서는 전체 보유자금의 

20% 이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SK, LG와 같은 대기업의 사업제안도 철저히 이 

원칙에 입각해 자금능력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기도 함

④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를 동시에 키워라!

 동사는 웹, 인쇄물, 영상 등 시각문화의 분야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배정되어 있지만 모든 

서비스를 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웹과 영상담당 직원이 함께 일하거나 인쇄물의 아이디어를 

다른 분야로 확장시키기 위한 융합의 개념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이자 타 

업무 전환시 즉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 중소기업 특성상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전문성과 범용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

⑤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재무 분야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지만 반대로, 기획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주저함

이 없음. 한 예로, 이 기업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의 실시. 아이디어

의 출발선과 같은 자리임. 직원 중 한 명이 새로 내려 받은 앱을 같이 써보자며 소개하거나, 

바자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함.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인기 있는 앱의 기술을 국내서비스에 도입하면 어떨

지 가늠하는 등의 새로운 사업기획이 도출된다는 점임. 바자회도 다른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위한 중요한 포인트로 쓰일 수 있음.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라는 말처럼 창업자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출 부분과 최대한 자유롭게 열어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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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을 나눠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함

⑥ 지나치기 쉬운 세세한 사항도 꼼꼼하게 준비

 창업 후 팀을 세분화함. 보통의 기업과 달리 기획부는 콘텐츠 아트팀, 디자인부는 디자인 

아트팀으로 부르는데 이는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팀 이름 하나하나도 수많은 회의와 

아이디어를 통해 공모하였고, 이것을 명함을 통해 외부에 알리는 용도로도 쓴 것임. 어쩌면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창업자에게는 이렇듯 세세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함

(교훈)

① 경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창업의 성공은 현실적인 시스템과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성에 있음.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

은 크리에이티브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경영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도소매업체 대표가 영업력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듯이 모든 

업종을 불문하고 대표자는 영업, 재무, 신상품개발,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이해

와 학습이 필요. 이런 경우 경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기껏 만든 콘텐츠를 시장에 팔기도 

전에 사장시키게 됨. 창업의 흥망사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완성됨. 동사는‘피터 드러커’가 경영자의 중요한 자질로 말한‘진지함’에 

주목했음. 크리에이티브의 중요성과 경영 모두를 진지하게 다루는 것, 그리고 이 두 개의 

톱니가 맞물려야 기업은 성공할 수 있음

② 감성적 스토리텔링이 미래적 콘텐츠이다

 동사와 같은 광고, 마케팅업체를 포함해 다수의 기업들도 주목할 대목인데, 앞으로 각광받을 

산업은 스토리 중심의 기획이 수반되어야 함. 과거의 콘텐츠는 유행과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의 조합이었다면 현재는 모든 콘텐츠에 스토리라인이 부여되어야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소모품을 만들어도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음. 동사는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스토리를 고민한다고 함. 이들은 브랜드와 

연관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 중 하나를 골라서 감성을 자극하고 정보도 깃든 스토리라인 

즉, 메시지 중심의 기획을 만들어 내는 것임. 음식점, 커피전문점 같은 곳도 스토리를 부여하

고 미래적 콘텐츠로 차별화 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아짐

③ 충분한 경험과 인재 확보는 기본이다

 창업자는 기업의 주요 가치인 치밀한 마케팅 전략과 창의적인 기획의 밑바탕이 되는 경험을 

유사한 업종에서 습득하고, 재직 시절 창업자가 본받을 수 있는 진취적인 기업문화와 향후 

발전시킬 수 있는 콘텐츠, 프로세스에 대해 익힌다면 창업 후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음. 

인력 또한 창업을 시작하고 급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전부터 향후 개발할 사업의 중심

이 되는 인재를 미리 확보하여 창업 후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회사의 로드맵을 전 직원이 공유해라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해 사업의 방향, 수익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해야 함. 장･단기적인 사업은 

해당 사원만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해 현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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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다른 직원과 공유하며 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장을 

만들어 책임 의식을 만들어 주어야함

⑤ 강력한 내부규율은 유혹을 방지한다.

 성장과 발전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비즈니스 마케팅을 위한 철저한 방법론과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 및 투자 운용에 대한 최대 ~ 최저치 한계선을 책정해야 함. 신규 사업을 

위해 보유자금의 20%만 투자한다는 등의 원칙을 세우고 반드시 지켜가야 함. 고민의 시기에 

원칙이 있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음

⑥ 발전기와 같은 멈추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가져라

 창업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많은 소기업들이 창업보증 등을 통해 재정적인 기반을 쌓음. 하지만 성공적인 창업자

로 불리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말한 것처럼 기술, 진지함, 자금 이전에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대표자의‘마인드’임. 창업주는 직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마인드를 계속 

주지시켜 주고, 모두가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게 만들어야 함. 사회적인 가치가 높은 사람

들을 가리켜 종종‘걸어 다니는 1인 기업’혹은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데, 회사이름은 단순히 수익을 뜻하는 의미가 아니라,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 기업이 산업 및 사회에 끼칠 커다란 영향력을 담았음

을 짐작할 수 있음. 결국 창업성공의 결정적 요인은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 

정신에 달려있음

  - 성공사례 2 / 도매업 / 4년 차 -

(원인)

① 우수한 재무관리 능력

 전 직장에서 쌓은 경험 활용. 창업자는 OO은행에서 22년간 기업여신 심사를 담당하면서 무수

히 많은 성공기업, 실패기업을 봐 왔으며 기업경영에 대한 간접 경험을 충분히 하였고 직장 

생활을 통한 기업재무관리 노하우가 몸에 배었음. 직장 재직 시 건설업 산업분석전문가로 

활동하며 건설업 및 연관 산업에 대한 지식을 이미 습득하였고 업계 동향, 전망을 나름대로 

분석하였음

② 충분한 사전 준비, 부족한 영업력 보완

퇴직 3년 전부터 은퇴 후의 인생 2막을 준비하였고 은퇴 후 여유로운 삶에 대한 일반인의 동경, 

관심 증대와 더불어 전원주택 붐에 편승한 틈새 시장을 발견하였음. 창업초기자금 450백만원 

중 자기자금 350백만원은 직장생활을 통한 적금, 퇴직금으로 조달하고 부족한 자금 100백만원

은 정부의 창업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자기자본 비중을 

70% 이상으로 준비하였음. 향후 양평 일대까지 전철개통 예정으로 사업전망 밝을 것으로 시장

조사 하였음. 퇴직 후 관심분야인 전원주택, 펜션 건설기자재(목재 등) 도매업에 대한 실무를 

경험하고 풍부한 이론 및 간접경험에 비해 부족한 영업력을 보완코자, 동생이 운영하는 OO우

드에서 1년 6개월간 고문(無보수)으로 활동하며 목재 연구, 시장조사를 하였고 창업 후 매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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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되는 잠재고객(거래처)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음

③ 나만의 독보적인 영업전략 마련

 영업에 앞서, 전원주택, 펜션의 수요자 입장을 체험하기 위해 경기도 양평 일대에 토지와 

목재 등 기자재를 구입, 펜션을 직접 지었고, 원가, 거래선, 수요자의 needs를 파악하였음. 

특히 창업자는 창업 초창기에 본인 소유 펜션을 직장생활하며 알게 된 기업체, 금융기관지점

에 F/T 장소로 저렴하게 제공함에 따라 가격과 장소(서울 근거리, 친환경, 고성방가 가능)면

에서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였고, 이들 고객을 통한 창업자의 전원 주택, 펜션 건설 자재 

도매 사업 홍보 및 입소문이 남에 따라 펜션 예약 및 목재 등 기자재 주문량이 증가하였음

(교훈)

① CEO의 재무관리 능력은 필수

 (장수 기업의 지름길)

 창업자는 배우자와 함께 회사 자금관리를 하였고 거래처의 신용도를 체크하고 매출 채권 및 

매입채무 현황, 월별 분기별 매출액 추이를 파악했으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웠음.

 (직원에게 자금관리를 맡기는 것은 위험함)

 창업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가 발생하나, 사업자등록 후부터 부채 줄이기에 힘써야하

며 개인 신용관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및 대출 여부의 중요

한 근거가 되므로 연말 결산을 제대로 하고 세무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함. 창업초기에 

대부분 적자인 경우가 많으나 그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음

② 전 직장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창업

 (거래처 확보가 용이함)

 퇴직자는 직장에서 얻은 지식이 활용 가능한 분야에서 창업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음. 퇴직 

전부터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퇴직시점에 이미 일정수준에 도달한 그 분야 전문가 

됨. 또한, 직업병(전직 지점장 타이틀) 버리고 영업마인드로 무장해야함

③ 욕심은 금물

 퇴직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경영해서는 안 

되며 나만의 영업 경쟁력을 개발하여 실속 있고 전략적으로 경영을 해야 함

나) 주요 창업실패 원인과 유형

① 사업정리기업의 실패원인

 우선, 사업정리기업의 실패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 4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적자누

적’(41.8%), ‘거래처 판매대금 회수지연’(40.8%), ‘거래처 도산/부실 등’(3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대부분의 특성에서‘판매부진’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법인은 ‘거

래처 판매대금 회수지연’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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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정리기업의 실패유형

 그리고,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원인과 유형별로 다시 분석하여 보면 아래 7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실패의 유형은 실제 폐업과 같은 실패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많은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과도 일치한다. 

  - 가장 일반적인 실패원인 유형

경험부족, 치밀하지 못한 사업성 분석, 근거없는 낙관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적합한 사업 아이템

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선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익숙한 분야부터 공략

하고 소요자금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철저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주로 R&D기업에서 발생하는 유형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은 개발 과정에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교수나 연구원들이 

중심이 된 실험실 창업이 봇물을 이루었다. 그리고 실험실 단계의 기술을 가지고 낙관적인 전망

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대다수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개발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절한 시장 진입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잘못된 시장분석에서 발생하는 유형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라도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 

  - 조직 및 경영관리에서 발생하는 유형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조직의 성장속도에 관리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성장통’을 겪게 되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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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란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

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대표이사 리더십 문제로 발생하는 유형

 창업자의 성격과 태도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자주 보게 된다. 근거 

없는 자신감과 오만한 태도, 완벽주의와 과도한 통제욕구 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실패를 초래한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지닌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빈약한 네트워크와 능력에서 발생하는 유형

관계는 사업의 중요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양날의 칼과 갈은 관계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성실한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 Risk Hedge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형

운이란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 불운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배양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편, 재창업 후 실패한 사례와 원인을 살펴봐도 실패원

인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창업자금을 받은 이후 다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을 분석해

보면 판매부진, 투자실패 등 비즈니스모델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에 실시한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평가한 결과, 상당수가 

아직 구체적인 판로처가 확보되지 않았다든지, 제품의 시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도전 

기업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집착하여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낸다든지 기술개발

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재도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재창업보다 철저한 실패원인

분석과 교육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비즈니스모델의 시장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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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도전 현황

가) 우리나라의 재도전 현황

① 기업의 생존현황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소멸기업 중 개인기업은 약62만개, 법인기업은 약 4만개

로, 총 약66만개의 기업들이 소멸하고 있으며, 3년 후 생존율이 41%, 5년 후 생존율은 25%로 

OECD 17개 주요회원국 중 최하위에 그쳐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시장 안착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소상공인 창업 후 생존율

(단위 :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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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폐업률이 높은 것일까? 그 이유는 기술 또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창업보다는 숙박업, 도소매업과 같은 생계형창업비중이 

63%로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숙박·도소매업과 같은 대표적인 생계형업종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준비해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기에 금방 과다경쟁에 처하게 되는 레드오션 

시장이 된다.

 또한 대표자 연령별 생존율은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50대가 대표자인 곳(33.6%)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60대 이상 대표자의 기업(32.8%)이었다. 그러나 30대 미만 

대표자 기업에선 그 비율이 16.6%에 그쳤다. 즉, 대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업의 5년간 

생존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경영과 관련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만큼 신중하

게 경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실패한 기업인들의 현실

 실패한 기업인은 연대보증채무, 세금 추징,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및 카드발급 등 금융업무 

불가, 개인파산, 가족과 이웃으로부터의 외면, 삶의 포기 상태까지 내몰리고 있으며, 현재 

국가 ․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미흡한 재도전 환경과 지난 97년 IMF 

구제금융 시기에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본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욱 

선호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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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실패 후 가정 우려되는 요인은 신용불량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43.4%, 직업 등 진로문제가 29%, 재기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상실이 

          14,3% 등이 87%를 차지하고 있다.

③ 정부의 재도전 환경 조성

 재도전 환경이 기술창업 도전 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2013년 정부 국정과제로 ‘재도전이 원활한 생태계 조성’이 채택되어 

정부차원의 재도전 환경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창업은 실패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창업지원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를 위해 재도

전에 따르는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신용불량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신용회복 여건을 조성

한다. 

첫째, 창업실패 후 재기기업인에 대하여 정책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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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업 전용으로 ‘재기자금’을 2013년 400억 원 에서 2017년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000억 원 규모의 재기펀드를 운영하고, 정부와 엔젤펀드가 2대1로 

매칭하여 재창 업 기업에 대해 엔젤매칭펀드를 우대하여 운용한다.

둘째, 연대보증의 폐지를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다. 현재 2012년 5월부터 은

행 및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사

업자는 원칙적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법인사업자는 실 경영자 1인만 연대보증 의무를 지게 

되었다. 

2013년 7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용금융기관 (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

험사와 같은 제2금융권에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셋째, 재도전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신용정보 관리규약 을 개정하여 재기 

기업인의 금융 이용을 제한하는 ‘공공정보(은행 연합회)’ 등록기간을 선별적으로 단축한다. 

현재 과점 주주로서 최다 출자자, 의결권이 있는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 등 

회생기업 관련인의 정보를 회생절차 개시 후 5년간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관련 인이 요청하

게 되면 채권 금융기관은 회생계획 이행 충실성과 관련인 임금체불과 같은 우발채무 발생가능

성을 감안하여 문제가 없다면 공공정보 등록에서 해제한다. 또한 법원과 협력하여 기업회생 

컨설팅을 실시하고, 회생절차 소요기간(9개월에서 6개월)과 비용(80% 축소)을 대폭 줄이 도

록 한다.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선순환 생태계가 필요하며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는 인식하에 2013년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연대보증 면제 확대, 간이회생제

도 도입,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마련 및 확대, 재도전센터 설치 등 다양한 분야 및 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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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살펴보듯이 지원되는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극복(Turn-around)과 재창업

(Re-startup)지원이 있다. 2016년도 재도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 기준 2,7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0억원(24.1%) 증액되는 등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재창업 자금

(2016년 1,000억원, 300억원 42.9%증가), 재도전 성공패키지(2016년 53억원, 18억원 

51.4% 증가)등 재창업 지원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그간 재창업에 도전하지 못했던 실패

기업인들의 재도전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④ 재도전 기업의 생존율

 국내 연구조사결과 재도전기업은 창업기업에 비해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빠른 정책적 효과 달성을 위해 재창업 지원제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창업 선 순환

적 생태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재도전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재도전 생태

계가 조성되어야 기회형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실패가 재도전의 재산이 되는 

선순환이 확대될 것이다.

나) 선진국의 재도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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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의 재도전 지원 제도

 미국의 연방도산법(Federal Bankruptcy Code)은 채권자에게 질서 있고 형평에 맞게 변제하

고,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새 출발(fresh start)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으로 파산한 채무자를 처벌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활동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희생된 피해자로 본다. 따라서 도산절차는 채무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다시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로 간주된다(백필규, 2011). 파산 

신고를 했거나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경영 재건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재생 비즈니스

(turnaround business)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1978년 연방도산법의 제정을 계기로 탄생한 

새로운 비즈니스이다.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하게 성장해온 사업재생 비즈니스는 

기업재생 컨설팅의 형태로 파산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재생 전문 컨설팅 회사’와 파산 

기업을 매수하여 사업재생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후에 매각해서 이득을 올리는 ‘사모투자회

사’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백필규, 2011).

② 일본의 재도전 지원 제도

 재도전 지원제도로서 일본은 재도전 보증제도와 재도전 융자제도를 통해 재도전 기업가를 

지원한다. 재도전 보증제도는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자가 재창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과거 경영상황 악화로 사업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현재 개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면서 한 달 이내에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구체

적인 계획이 있는 자 또는 두 달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보증을 신청할 경우, 과거 폐업한 사업에 대한 빚이 있고 회생전망이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윤준 외, 2012). 재도전지원 융자제도는 한 번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가를 재도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창업기업으로 폐업경력이 있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법인이고, 폐업 시 부채가 새로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리될 전망이 있는 자, 폐업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이다. 

대출기관은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사업부,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 공사의 국민생활 사

업부이다. 대출한도는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사업부가 7억 2,000만엔, 국민생활사업

부가 2,000만엔이다. 대출 금리는 중소기업 사업부가 고정금리형 기준금리를 취하고 있으며, 

성공불 융자 형식으로 최초 2년 동안은 0.3%이며 이후 성공판정결과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

한다. 대출기관은 고정금리형은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시설 자금 15년이며, 운전자금은 

7년 이내, 성공불 융자형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7년 이내이다(이윤준 외, 2012).

③ 독일의 재도전 지원 제도

 독일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영국만큼 패자부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러한 문화는 1994년 

도산법에 의해서도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 EU 역내에서의 도산법 적용지역 변경과 함께 최근 

국경을 넘는 금융이나 상거래가 점점 활발해짐에 따라 영미형의 조기사업재생 방안을 본격적 

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 7월 16일 ‘기업재건촉

진법안(Gesetz zur weiteren Erleichterung der Saierung von Unternehmen)’의 초안을 

공표하였다.(백필규, 2011) 보증제도는 독일에서는 채권자들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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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다른 물적 담보 제공자를 세울 수 없을 때에만 인적담보가 제한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백필규, 2011).

④ EU의 재도전 지원 정책

 EU는 회원국 대표들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2009~2010년 2년 동안 ‘파산과 재도전’을 

주제로 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그 룹은 파산절차를 크게 ① 예방, ② 법정 

밖 화해, ③ 법정 절차, ④ 파산 기업가의 대우와 재도전 조건의 네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회원 국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백필규, 2011).

다) 실패 기업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변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벤처기업인이 평균 2.8회 창업한다고 한다.

  사업에 실패한 뒤 평균 1.8회 더 창업을 시도하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재도전 횟수는 0.8회에 

그치고 있으며, 비율로 보면 7.2%에 불과 하다. 또 이들 중 21%는 다시 폐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의 실패는 그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회사를 창업해 실패까지 이른 

과정을 재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실패에 발견되지 않는 성실한 실패자라면 다시 재도전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 으로써, 과거 실패에 이르게 한 실수를 밑거름삼아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벤처캐피털리스트 조너선 테오는 벤처인에게 실패는 ‘용감했다’는 말

과 동의어라고 말한다. 테오는 “실리콘벨리에서는 실패를 경력의 하나로 보고 재기를 도와주는 메커니

즘이 존재한다.”며 “대신 실패한 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도피하거나 잠적할 경우에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실패자로 귀결되는 사회와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사회, 

어느 사회에서 창업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퍼스트 펭귄’이 등장할지 명약관화한 

얘기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기업인을 격려하고,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페일콘(Failcon 실패컨퍼런스) 등 세계 각국에서 실패의 가치를 전파하기위

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행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는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재기 성공기업인과 관련 유공자 

및‘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당선자에 대한 시상이 거행되며, 재도전 성공기업인 특강, 재도전·재창업

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크콘서트 및 재도전인(人) 교류 한마당도 병행해 진행한다. 실패·성공사례 

공유와 재도전 환경의 현주소 및 재도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과 교류한마당을 통해 재도전

인(人)간 다양한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업종 간 협업 등 파트너십 구축 행사 도 함께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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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시작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실패 정상회담으로 통하는 페일콘 (FailCon, http:// 

thefailcon.com)이라는 회의이다. 회의모토는 “실패를 껴안고 성공을 만들자”이다. 프랑스에서 호주

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페일콘 회의는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현명한 실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참여자들은 자신이 실패한 과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실패 경험을 공유

하고 토론을 통해 창업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 등을 통해 

재기를 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실리콘벨리에서는 하나의 문화

로 형성되어 있다. 즉, 실패 자체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겪은 시행착오의 과정과 경험을 어떻게 개선하

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매년10월13일‘실패의날(Day for Failure)’을 정해 놓고, 자신의 실패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털어놓고 서로 함께 실패 경험을 공유하여 그 경험에서 지혜를 얻자는 취지에서 

만든 실패 이벤트가 있다. 2011년에는 휴대폰 사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지만, 지금은 역사로 사라진 

노키아의 요리마올릴라 명예회장이 직접 참가하여 실패 스토리를 풀어놔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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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강의로 유명한 고(故) 랜디포시(Randy Pausch) 카네기멜론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학생

들이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어려운 일에 도전조차 하지 못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학기말마다 

한 팀을 선정해‘첫 번째 펭귄상(First Penguin Award)’을 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렇다면 왜 하필 

첫 번째 펭귄일까? 펭귄이 먹이를 얻기 위해 바다 로 뛰어들 때, 항상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제일 

위험하다. 언제 어디서 포식자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뛰어들수록 포식자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 마리의 펭귄은 위험을 무릅쓰고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든다. 그리고 

그를 따라 다른 펭귄들도 줄지어 바다로 뛰어든다. 포시교수가 수여한‘첫 번째 펭귄상’은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든 첫 번째 펭귄처럼 확실하게 자신의 길을 택한‘도전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한 명언 중에‘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있다. 이말은실패속에는기본

적으로경험과교훈이내재되어있고, 실패는 우리들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할 확률을 높여주

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된다. 이럴 때 

마다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실패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 하는 

방법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그 원인을 찾아내 다시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내어 재창업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절 Re-Start를 위한 지원제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Re-Start를 위한 지원제도로는 

  가) 재창업 지원 

  나) 개인 신용회복 지원

  다) 경영위기 중소기업 사업정리 지원 

  라) 경영위기 중소기업 재기 지원

  마) 조세 신용정보 정책금융기관 제도 지원 등이 있다.

  이런 지원제도 중 주요한 지원제도를 상세하게 기술하자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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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창업 지원

1.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경영위기 기업 및 재창업 기업의 재도전 종합 상담 및 지원 창구로서 상담, 회생, 재창업, 

구조개선 자금 융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담당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2, 9633

 신청대상 :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사업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재도전 

기업

 지원내용 : 법률, 세무, 회생, 신용회복 상담, 재창업 및 구조개선 자금 융자 지원

 신청방법 : 센터방문 상담 / 온라인(www.rechallenge.or.kr) 상담 / 전화상담(02-6678-4050)

2. RE-Start Camp 재도전 기업 지원제도

 창업을 통해 다시 한 번 발돋움 할 의지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잠재력 있는 재도전 예비창

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지원함 

 담당기관 : 서울시 창업센터 서울산업진흥원 1577-7119

 신청대상 : 재창업의 높은 의지와 잠재력 있는 희망자

서울시 거주 20~45세 미만 실패 및 재도전 희망자

 지원내용 : RE-Start Camp 아카데미 (실전교육과 맞춤형멘토링)

RE-Start Camp 경진대회 (20개사를 선출하여 특례보증상품 연계 및 입주지원)

투자연계형 사업고도화 (재도전 R&D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모집 SBA 청장년창업센터(창업가) 홈페이지 www.changupga.com 

3. 재창업 자금(일반)

 실패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

 담당기관 : 신용회복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2

신용미회복자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신청대상 : 신용회복자 – 예비재창업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또는 해제)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예비)재창업자

 신용미회복자 – 실패기업인 중에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② 실패기업의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30억원(원금) 이하인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신용회복자 지원 – 재창업 자금 및 시설 운전자금 융자 지원한도 – 45억원(운전자

금은 1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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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이내

 신용미회복자 지원 –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융자

 채무조정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감면, 변제유예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재창업자금 융자 –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최대 30억원 이내(운전자

금 10억원 이내) 지원

 신청절차 :

1

상담 및 신청
www.sbc.or.kr

2

평가 및 
융자결정

3

재창업
교육

4

재창업자금
대출

1

채무조정
신청 및 신고

2

채무조정심사
재창업지원위원회

3

채무조정
합의서 채결

4

채무조정확정
통지 및 번제
계획 이행

8

재창업자금
대출

7

재창업
교육

6

예비평가
사업성평가

재창업지원위원회

5

재창업
자금신청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신복위 신복위 신복위 신복위

중진공 신복위신복위, 중진공 등

신용회복자 | 재창업자금 융자 절차

신용미회복자 | 채무조정 및 재창업자금 융자 절차

꼭 알아두세요! !   지원대상으로 결정 된 후 별도 지정 교육 이수시 대출

중진공

4. 재창업 자금(융자상환형)

 도전적인 재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자에 필요한 운전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고, 성실실

패 시 융자 상환금 일부를 감면 등 지원 

 담당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32, 9634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또는 해제)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예비)재창업자 

   * 위 요건과 아래의 4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①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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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패기업의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30억원(원금) 이하인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시설 운전자금 융자 지원

 지원한도 – 45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신청기간 : 신용회복자 및 미회복자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지역별 재도전지원센터 또는 센터 미설치지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

 신청절차 : 

1

자금
상담･신청

2

평가･결정

3

교육

4

자금 대출

상담 및 신청www.sbc.or.kr 

중진공

평가 및 융자결정

중진공

재창업 교육

중진공

재창업자금 대출

중진공

5.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실패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의 기술 및 경헙이 사장되지 않도록 채무상환 

및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을 지원

 담당기관 :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부 053-430-4416

 신청대상 : 신보 단독채무자로서 실패한 기업 및 재도전 기업주가 대표자, 무한 책임사원, 

실제 경영자인 기업

 지원내용 : 회생보증 지원 – 신보에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보증지원

 지원금액 – 채무상환(예정)금액 이내

보증비율(전액보증), 보증료율(최대 1.2%) 등 우대

 신규보증지원 –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을 추가로 지원 

 지원금액 – 매출액, 자기자본 등을 감안하여 내규에 따라 결정

보증비율(전액보증), 보증료율(최대 1.2%), 조사수수료(면제) 등 우대

 상담방법 :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영업점(1588-6565)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 

1

접수

2

신용조사･
심사 컨설팅

3

재도전
심의위원회

4

보증 승인

5

재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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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재기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상환자금과 재기자금의 신규보증

을 일괄하여 지원 

 담당기관 : 기술보증기금 회생관리부 051-606-7486

 신청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주(개인, 법인, 실제경영자)가 영위하

는 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기업 / 재기

보증 신청대상 제외 대상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 신청기업이 회생절차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지원내용 : 구상채권 변제를 위한 회생지원보증과 사업재기자금 용도의 신규보증을 일괄하여 

지원

 신청방법 :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1544-1150)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

1

접수

2

신용조사･
심사 컨설팅

3

재도전
심의위원회

4

보증 승인

5

사후관리

7. 지역보증재단 성실실패자 재도전 특례보증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 제공으로 창업

활성화 도모

 담당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 042-480-4035

8.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재창업자금 융자기업에 대해 납품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담보 없이 신용만

으로 발급 지원 

 담당기관 : 서울보증보험(주) 02-3671-7063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632

9. 재기기업인 법인카드 발급 및 자동차 리스 지원

 재기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법인카드 및 자동차 리스 지원

 담당기관 : 법인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1566-2566

자동차리스 – KDB캐피탈 02-6330-0114



248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10. 재창업지원펀드

 정부 및 민간출자로 조성된 재창업지원펀드를 우수한 재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재기를 

지원하면서 투자 수익도 창출하는 펀드

 담당기관 : 큐브벤처 파트너스 02-2038-2577 www.cubevp.com

캡스톤파트너스 02-575-4493 www.cspartners.co.kr

11.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예비)재도전기업인을 발굴하여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

 담당기관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042-480-4434

정보통신상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3-931-5555 

12. 재창업기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사업실패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R&D사업 참여가 힘든 재창업자에게 R&D자금을 지원하여 

실패기업인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사장 방지

 담당기관 : 중소기업R&D콜센터 (국번없이) 1357

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64~5

13.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재도전분야

 ICT분야 재도전 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담당기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중소기업개발팀 042-612-8677

14.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사업실패로 실의와 좌절에 빠진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철저한 실패원인 분석, 자기 반송 및 

성찰, 재도전의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는 과정

 담당기관 : 중소기업재기개발원 051-316-4050

15. K-Global Re-Startup 컴백캠프

 ICT 분야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재도전기업인, 벤처CEO, 청년인재 등 아이디어 교류 및 재도

전 네트워킹의 장 마련

 담당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43-931-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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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 신용 회복을 위한 지원제도

 담당기관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02-6678-4050 www.rechallenge.or.kr

맞춤형 재도전 지원 - 경영위기기업 및 재도전기업인에게 분야별 전문가 심층 

상담, 정책자금 융자 연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ccrs.or.kr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 주채무 및 보증채무 합계 30억원이하의 채무를 보유 한 

대표이사 등에게 채무 조정 및 재창업자금 융자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02-342-0503 www.kamco.or.kr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실패 기업인의 채무를 조정

법률구조공단 지원센터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개인 회생 파산 종합지원 - 개인회생, 파산 대상자에게 소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

 채무상환 : 채무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본인의 채무상환 능력에 

맞게 조절하여 채무를 상환

과다 채무 – 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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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채무를 최장 5년에 걸쳐 상환하고, 면책절차를 통해 잔여 채무를 면제

과다채무로 상환불가 – 채무과다로 향후에도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기업인은 법원

의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해 보유 재산을 모두 채권자에게 상환한 후 면책절

차를 통해 잔여 채무 면제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부 탕감하고 일정기간 동안 

분활 상환

 법원 개인 파산 면책 : 채무자 현재의 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잔여채무를 탕감함

다) 경영위기를 위한 지원제도

1. 경영개선 부실예방 진단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전략수립 등 경영개선 

지원

 담당기관 : 중소기업청 042-481-6844 / 신용보증기금 053-430-4508

기술보증기금 051-606-7655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513

2. 구조개선 부실예방진단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구조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구조개선에 필요한 

전략수립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회생컨설팅 등 연계지원 

 담당기관 : 중소기업청 042-481-6844 / 신용보증기금 053-430-4508

기술보증기금 051-606-7655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513

3. 기업 부실예방진단 

 경기불황 등으로 기업경쟁력 약화 등 기타 경영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안내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042-481-6844

4. 중소기업 간이회생 제도

 부채가 3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생인가 소요기간 및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 법적 제도

 담당기관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 02-6678-4050

5. 중소기업 워크아웃

 금융기관의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만기 연장, 금리 

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지원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 02-3145-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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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 패스트 트랙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채권은행들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

 담당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02-3705-5253

7. 성장사다리 재기지원펀드

 은행 및 민간투자사가 공동출자로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사가 우수한 기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도 창출하는 펀드

 담당기관 : 나우아이비캐피탈 02-565-6234 www.nauib.com   

                 케이스톤파트너스 02-782-9885 www.keistone.co.kr

                 에버베스트파트너스 02-568-4752 www.everbest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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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실패와 재도전 성공사례(실패 – 극복 - 성공요인) 

① A사 재도전 성공사례

(실패) 초기 성공에 대한 과신으로 회사 경영에 소홀 

(극복) 창업 역량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정부 프로그램 등 외부 자원의 적극적 활용

(성공요인 - 태도) 지속적인 학습 및 겸손한 자세 

② B사 재도전 성공사례

(실패) 경영 지식 부족 업 결과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 

(극복) 직장 경험으로 경영 관리능력 보강 및 전략적·공격적 마케팅 기반 고객 적극 유치 

(성공요인 - 경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 경영에 대한 본질적 이해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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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사 재도전 성공사례

(실패) 시장 이해 미흡 및 아이템 경쟁력 부족

(극복) 철저한 시장 분석 및 기술 중심의 차별화된 핵심 역량 확보 

(성공요인 – 시장) 시장에 대한 철저한 학습 및 기술 경쟁력 강화로 확고한 시장입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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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론

1. 새로운 영역을 사업화하는 창업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나 극복방법에 창업 실패는 그간의 

기업 모순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 재도전 기업의 5년차 생존율(73.3%)은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30.9%)의 2배 이상을 기록하

고 있다.

2. ‘창업실패 Case-Study를 통한 Re-Start 사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과제로 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Re-Start를 위한 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수립 및 개선되

고 있음을 알았다. 특히 재창업 지원제도,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중소기업 재기지원제도는 

창업자 및 재창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실질적인 수혜자가 많이 발생되도

록 ‘심화된 정책’ 전개가 필요하겠다. 

3. 서울특별시 경우 SBA 청년창업센터, 장년창업센터, 글로벌센터 등을 통하여 좋은 정책으로 

청장년과 외국인들의 창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기관들이 내년에는 더욱 확대지향

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특히 재창업 담당부서를 확대하고 창업실패자들에게 맞춤형 1:1 

‘찾아가는 컨설팅‘ 제도(서울신용보증재단 경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온라인 미디어에 재창업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할 

필요가 있다.    

4. 지자체나 정부부처가 지원센터를 만들고 그 조직에 속한 많은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이 재창업자 및 기업을 충분히 서포트 할 수 있도록 연례행사성이 아닌 ‘실질적

인 제도/프로그램/예산/자격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여 그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재창업자들을 위한 대기업들과의 협업프로그램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대기

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5. 창업은 처음 도전하는 경우 경영자의 마인드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나 우리나라는 

창업 실패에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인해 창업가의 재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창업 실패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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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기업 모순을 보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엑시트-재도전-성장이 원활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실패의 자유를 

보장하고 ‘실패경험의 사회적 자산화’를 촉진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본다.      

● 2016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가이드북(개정판) -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 2014년 벤처 재도전 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 - 미래창조과학부

● 2015.12.23. N0.64 Trade Brief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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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연구책임자 허준 참여 포럼위원 김세도, 김영호, 김동근, 김태훈, 허준, 현병수

요약

1. 창업기업의 폐업율은 2008년 92.6%로 창업 성공률 확대 및 성장을 위한 실질적 창업지원이 필요함

2. 빅데이터는 모바일, SNS,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중이며, 가치있는 분석정보를 얻기위

해 분석기술과 인프라가 요구됨

3. 서울시는 71개 시스템, 489개 데이터소스를 기반으로 서울시 환경, 교통,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빅데이터센터)을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

4. 빅데이터5대 유형은 “센서, 거래, 통계, 공간, 의료빅데이터”로 구분되며, 데이터소스의 구조 및 정의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한 설계(BA, DA, EA)가 선행되어야함

5. 서울시는 생활과 밀접한 8대 업종의 분포현황 정보를 “도시통계지도”를 통해 제공하며, 민간 이동통신사와 

카드사는 상권분석과 업종분석정보를 제공함

6.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획·기술 부문의 기술자문함

7. 서울시 빅데이터 조직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창업 지원사업이 

필요함 

(1. 민관 상권분석 통합시스템  2.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지원사업)

색인어
한글 : 빅데이터, 창업지원, 플랫폼, 상권분석, 컨설팅

영어 : Big Data, Startup, Platform, Market Analysis, Business management Consulting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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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빅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창조경제 활성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는 2008년 폐업비율이 92.6%를 기록할 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창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빅데이

터의 다양하고 의미있는 창업 지원정보를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마련

이 필요하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서울시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제언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규모, 다양성, 속도, 가치”의 특성을 나타내며, 4V (Volume, Varity, 

Velocity, Value)라고 한다.  모바일 SNS등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

고 다양한 포맷의 비정형성을 갖게 되었고 빅데이터로부터 가치있는 분석정보를 얻기 위해 과거에 

없던 새로운 분석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빅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71개시스템, 489개의 데이터소스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인 

“심야 버스노선 검증 및 무료 Wifi 설치 최적지역 선정 등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적극 확대하여 서울시 

환경, 교통,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의 효과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

인 빅데이터센터를 정보화기획단 산하에 신설했다.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창업지원의 범위 및 기능을 

검토하며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해야할 창업지원을 선정한다. 빅데이터 5대 유형은 “센서, 거래, 통계, 

공간, 의료빅데이터”로 구분되며, 데이터 구조 및 성향, 데이터 수집 및 활용범위는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빅데이터 우수사례 분석결과 데이터소스의 구조 및 정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명확한 데이터 설계가 선행되어야만 가치있는 분석정보로써의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 창업기업의 폐업율은 1998년 104.5%, 2008년 92.6%로 높은 수준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창업기업은 창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창업 성공지원을 위한 민간·공공의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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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정보 공유를 통해 유용한 창업 지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창업기업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창업기업 166만개중 기술기반기업이 40.7만개로 창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식산업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업이 뒤를 잇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다양한 산업군과 다양한 비즈니

스모델을 기반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창업기업이 준비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에 따라 필수적

인 유용한 정보의 유형과 범위 선정이 우선되어야만 창업 성공기반을 마련하고 성장하여 안정적 궤도

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각종 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해 생활과 밀접한 8대 업종의 분포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시통계지도를 제공하여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창업에 필수적인 입지선정 정보 

(희망지역 업종별 분포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 상권분석시스템과 SKT의 지오

비전, 국내 카드사들이 VAN 매출정보, 위치정보, 통계정보 프로모션 등 다양한 데이터소스를 융합 

분석하여 도소매업 및 식음료업종기업의 창업준비, 성장단계에 요구되는 상권·업종분석 및 고객관

리·캠페인등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상당수준 활성화되어 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발굴, 고객 니즈 파악, 경쟁환경분석, 타겟 마케팅, 고객관리 

등 상권등 입지적 요소가 아닌 사업전략 및 경쟁우위를 확보하기위한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 

가능한 빅데이터 지원의 요구가 높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빅데이터분석 활

용센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있다.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기

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획, 데이터 기술 3가지 분야의 기술자문(멘토링)을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다.

Ⅳ. 연구결과

  서울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입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서울시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업태·업종으로 구분하고 서울시의 기존 빅데이터 시스템 인프라와 조직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니즈

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도소매·음식업·숙박업 창업기업을 대상으

로 서울시 도시통계지도 시스템과 민간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의 상권분석 시스템 및 매장지원시스템과 

연동하는 창업지원모델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정보기획단 

산하 빅데이터센터와 창업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지원 선별하여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는 빅데이터 활용 창업기원 지원시스템 BPR·ISP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빅데이터 창업지원사업의 전략적 방향성과 추진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서울시와 컨설팅사의 협업체계

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지원 사업의 운영전략 수립 및 위탁사업의 범위와 서비스평가기준 

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마련하여 서울시 빅데이터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기술기반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Accelerator 역할을 실제적으로 지원을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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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서울시 창업포럼 마케팅분과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 방안을 연구

하고 이를 서울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제안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빅데이터의 활용범위, 창업기업 활용 사례 및 정부·지자체의 활용 사례, 지원 시스템”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시울시 창업지원 방향을 분석하여 발전

적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관련하여 Desk Research를 수행하고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정책방

향을 검토하여 서울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의 범위 및 기능적 기회요소를 발굴하여, 시정활용

에 필요한 제언을 결론으로 한다.

<그림 1> 연구 수행체계

3. 기대효과

  서울시는 성공적 창업, 육성 및 조기 정착 단계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통계정보 제공을 통해 “창업 

아이템 검증, 시장규모, 경쟁환경, 관련 규제 및 법적 검토, 정책 자금 및 세제혜택, R&D 연구지원, 

유관 컨설팅 지원”등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산재되어있는 정보를 통합 지원하며, 정책수행기관은 창업

기업의 발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창업기업은 빅데이터 창업지원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 정보의 연관성 분석 및 통합적 창업지원 정보 획득을 통해 성공적 창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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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데이터 정의 및 특성

  최근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급속한 보급과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의 생산, 유통, 소비 체계에 큰 변화에 따라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ICT 기술이 타 산업들과 융복합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및 현안해결에 빅데이터 활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성훈･
이동우, 2013). 빅데이터 생산의 주된 원인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과 함께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온라인 및 모바일 사용기록과 SNS에서 사용자의 일상생활과 의견이 

어딘가에 모두 저장됨에 따라 정보량이 폭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량은 2012년에 연간 2.7제타바

이트(2조 7천억 Giga bytes)를 넘어서고, 페이스북 가입자가 8억 명을 돌파하고, 카카오톡 하루 전송 

메시지가 10억 건, 모바일 기기 1조 대 이상, M2M 센서 20억 대 이상 보급, 1분에 유튜브 동영상이 

60시간 분량 이상 업로드됨에 따라서 빅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함유근･
채승병, 2012; 윤형중,2012).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빅데이터가 향후 국가와 기업의 성패를 

가름할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McKinsey, The Economist, 

Gartner 등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변동 예측과 신사업 발굴 등 경제적 가치창출 사례 및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The Economist(2010)는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면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에너

지, 식량, 의료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Gartner(2011)는 빅데이터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의 원유이며, Mckinsey(2011)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라 기업·공공분야

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사업혁신·신규사업 발굴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태민, 

2014).

  빅데이터(Big Data)는 Wikipedia(2013. 5. 30.)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

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삼성경제연

구소는 ‘빅데이터란 수십에서 수천 테라바이트 정도의 거대한 크기를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성, 유통, 소비가 몇 초에서 몇 시간 단위로 일어나 기존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관계된 인력, 조직, 

기술 및 도구(수집, 저장, 검색, 공유, 분석, 시각화 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함유근･채승병, 2012). 위의 정의를 살펴볼 때 빅데이터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양적인의미를 

벗어나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통상적인 데이터베이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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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장·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로 정의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데이

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 분석툴로는 다루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최근 10년 사이, 인류는 디지털 데이터가 폭증하는 데이터 홍수

(IDC, 2011) 현상에 직면하여 2011년 전 세계 데이터에서 생성될 디지털 정보량이 1.8ZB(제타바이

트)에 달하는 ‘제타바이트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빅데이터의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정지선, 

2011).

<그림 2> 데이터 속성 변화 (채승병외 2012)

  빅데이터의 대표적 특성은 3V (Volume, Variety, Velocity)로 표현되며, 생성·복제 및 유통되는 

데이터의 부피 (Volume)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유통되는 데이터 유형의 다양성 (Variety)이 

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성·복제되어 유통속도 (Velocity)가 증가한다. (김근태. 2012).  최근에

는 3V에 빅데이터가 가진 가치 (Value)를 더해 4V라고도 한다.

<표 1> 빅데이터 특성 (정지선. 2011)

구분 주요내용

규모(Volume)의 증가
기술적인 발전과 IT의 일상화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여 제타바이트(ZB)시대로 진입

다양성(Variety)의 증가
로그기록, 소셜, 위치, 소비, 현실데이터 등 데이터의 종류의 증가와 멀티미디어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 유형의 다양화

복잡성(Velocity)의 증가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저장방식의 차이, 중복성 문제, 데이터의 종류 확대, 데이터 
관리 및 처리의 복잡성이 심화

속도(Velocity)의 증가
사물정보(센터, 모니터링), 스트리밍 정보 등 실시간 정보의 증가로 데이터의 생성과 
이동(유통)속도가 증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정보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속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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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혁명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생성·유통되는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데이터 유형과 원천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양은 2005년 130EB1)에서 2020년 40,000EB로 300배 

이상 증가할것으로 전망되어, 빅데이터의 잠재가치가 더욱 주목받을것으로 예상된다.

2. 빅데이터 가치 및 기술

  해외 조사기관인 가트너그룹은 “The Big data Value Model(2015)"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활용 목적을 6개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6개영역은 ‘Customer Insight, Product & Proess 

Effciency, Digital Products & Service, Operational Excellence, Digital Marketing’으로 고객

관계관리, 프로세스 및 운영 효율성 개선,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디지털 마케팅”영역으로 구성된다

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3> Gartner 빅데이터 가치 모델 (2015)

  빅데이터 기술은 ‘생성→수집→저장→분석→표현’의 처리 전 과정을 거치면서 요구되는 개념으로 

분석기술과 인프라로 구분된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통계, 데이터마이닝,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패

턴인식, 소셜네트워크 분석, 비디오･오디오･이미지 프로세싱 등이 해당된다. 빅데이터의 활용, 분석, 

처리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에는 BI(Business Intelligence), DW(Data Warehouse), 클라우드 컴퓨팅, 

분산데이터베이스(NoSQL), 분산 병렬처리, 하둡(Hadoop)2) 분산파일시스템(HDFS), MapReduce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처리･분석하여 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에는 

1) 103GB = 1TB (Terabytes), 106GB = 1PB (Tetabytes), 109GB= 1EB(Exabytes)
2) 하둡 (Hadoop) : 여러 개의 저가 컴퓨터를 하나인 것처럼 묶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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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L(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과 크롤링엔진(Crawling Engine)을 사용한다. ETL은 

다양한 소스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변환작업을 거쳐 저장하거나 분석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전송 및 적재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크롤링엔진은 로봇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터

넷 링크를 따라다니며 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함으로 문서를 수집한다. 하둡 

분산파일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천 대의 노드들을 연결하여 수 페타바이트급의 저장용량을 제공하고, 

다이나모(Dynamo) 분산데이터 관리시스템은 데이터를 분할하여 노드들을 배치함으로써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인메모리컴퓨팅은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메모리에 올려서 입출력을 빠르게 

하여 데이터의 분석과 저장, 제공을 빠르게 지원한다.

<그림 4> 빅데이터 플랫폼 (황승구. 2013)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소셜 애널리틱스(Social Analytics)’가 페이스북, 트위터, SNS 등에서 수집

되는 비정형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을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뽑아내고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은 인간이 언어로 쓰인 비정형 텍스트에서 

자연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연계성을 파악, 분류 혹은 군집화, 요약 등 

빅데이터의 숨겨진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다. 둘째, 오피니언마이닝(Opinion Mining)은 

소셜미디어의 텍스트 문장을 대상으로 자연어처리기술과 감성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분석하는 것으로 마케팅에서는 버즈(Buzz; 입소문)분석이라고도 한다. 셋째, 네트워크분석(Network 

Analytics)은 네트워크 연결구조와 연결강도를 분석하여 어떤 메시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파가 

되는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빅데이터의 주요 기술로는 구글에서 

개발한 비구조적 데이터의 획득, 조직화, 분석을 하기 위한 기술인 맵리듀스(Map & Reduce)가 있다.

  빅데이터 기술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많은 진척이 있으나, 데이터 분석, 마이닝에 필요한 분석 매커



266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니즘과 인력 부족으로 빅데이터 활용은 현재 초기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통상적인 데이터

베이스가 저장·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로 정의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 분석툴로는 다루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데이

터 집합을 의미한다.  빅데이터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데이터센터 사업이 의미있는 초기시장을 키웠으

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사업에 적용한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기업의 빅데이

터 주요 성공사레는 아래 그림과 같다.

<표 2> 빅데이터 주요 활용 (최재경. 2015)

3. 빅데이터 관련 정책

  국내 공공데이터 등과 관련된 법률은 ‘국정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공수단, 이용자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상정보, 공간정보, 통계정보, 특허정보, 산업재산

권 정보 등에 대해서는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더불

어 새 정부의 ‘정부 3.0’은 공공데이터가 지니고있는 가치에 주목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을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방, 공유, 소통의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 있다.  미국 뉴욕 및 시카고의 대도시 범죄 현황 분석 및 위험지역 경찰 배치, 범죄억제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빅데이터 활용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더불어 시민이 원하는 민간 

및 공공 데이터 개방·공유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489개의 교통, 

복지, 문화, 환경, 도시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데이터 (45TB)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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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시 주요 데이터 형태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 기본계획 2013)

  서울시는 총 71개 시스템(DB), Open API 및 Sheet, Map, File 등을 총 1,050 종 데이터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 규모는 20조 6천억원으로 사회복지 약 6조원 (29%), 도로·교통 1조 

7천억원 (8.6%)으로, 살기 좋은 서울시 복지, 안전, 도시, 교통, 경제, 환경의 69개 시책, 30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문별 문제 정의 및 해결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다. 시내버스 심야 노선 정책 지원 시범과제 선정하여, 서울시 교통 데이터와 이동통신사 위치정보

를 융합하여 야간유동인구, 위치정보, 교통 정보 패턴을 분석하여 심야버스 노선을 검증했다.

<그림 6> 서울시 빅데이터 시범사업. 심야버스 노선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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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공 Wifi 설치 최적지 도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이동통신사와 협력하

여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지역을 분석하여 공공 Wifi 설치 최적지를 선정했다.  이외 택시 매치메이킹, 

관광시설 기초 데이터 분석을 수행했다.

  서울시 빅데이터 추진 전략 방향은 ‘공공·민간 데이터의 점진적 융합 및 정책 활용, 수평적 데이터 

공유· 활용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의 혁신,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채널 마련,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민간 참여, 협력 유도 첫째 2013년 빅데이터 분석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했으며, 둘째 2014년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Data Scientist를 채용 

및 외부 전문가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위치정보 및 소셜 빅데이터 융합정보 분석 체계를 확보했다. 

셋째 2015년 대시민 서비스 확대를 위한 유용한 서비스 지속 개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담 조직인 

’빅데이터센터’를 정보화기획단 산하조직으로 신설하고 정책과제 발굴 및 데이터 제공·협력 지원하고 

있다.

<그림 7> 서울시 빅데이터 시범사업. 공공 Wifi 설치 최적지 선정

4. 빅데이터 활용 사례 분석

  빅데이터 5대 유형은 “센서, 거래, 통계, 공간, 의료 빅데이터”으로 구분되며, 데이터 구조 및 성향, 

데이터 수집 및 활용범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있다. 빅데이터는 구조화 유무에 따라 정형 데이터와 

형식과 규칙이 자유로운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하며 생산과 수집방식에 따라 빅데이터 유형을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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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빅데이터 유형 및 활용사례

  센서 빅데이터는 우리사회 곳곳의 사람과 사물의 활동과 변화를 감지하는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수집되는 도시교통, 환경, 기후변화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정보서비스, 재난관리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들 센서 빅데이터 정보는 실시간 시계열정보로써 교통량을 감시하는 ITS3), 하이패스, 교차

로 진출입, 차량 속도, 내비게이션 정보분석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탈리아는 밀라노 도로

의 900개 센서로부터 교통흐름, 속도, 기후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9> 밀라노 지능형 교통정보 길안내 서비스

3) ITS (Intelligence Transformation System) 지능형 교통시스템



270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그림 10> 일본 재난대응 서비스

  거래 빅데이터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유형의 거래정보들로 구성되어 (거래규모, 거래시간, 거래대상, 

거래장소등) 상업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대표적인 유형은 기업의 고객정보, 매장 매출정보, 신용카드 

거래정보, 부동산 거래정보, 시설 이용자 정보 등으로 기업활동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지원 자료로 할용되고 있다. 미국 대형 유통매장인 월마트는 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적정재고 관리 및 이동재고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VAN, 정보를 활용하여 1,300여 

곳의 주유소 카드 결제 내역을 하루 5차레 Batch 타입으로 수집하여 휘발유 가격정보와 주간 주요소 

유가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1> 월마트 투자수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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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한국석유공사 국내 유가 예보 서비스

  통계 빅데이터는 통계청의 통계자료 및 4대 보험정보와 SNS 소셜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직종 트랜

드 및 일자리 수급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시는 도시 낙후 지역의 공통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에 맞춘 개발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 소득, 환경, 건강,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기초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그림 13> DNA LINK 맞춤형 검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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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미국 시라큐스시 스마터시티

  의료 빅데이터는 디지털의료장비의 진단 정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 국민 진료 및 의료비등 

100TB 수준의 5년분 축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U-Healthcare 실시간 모니터링, 원격진료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만성질환자 혈당, 혈압 등 실시간 모니터체계

를 운영하고 있다.  DNA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한국인 유전체분석을 통해 질병 유병확률, 약의 효과 

및 부작용 등 개인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간 빅데이터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정형·비정형 정보로써 인터넷·모바일 기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실시간 전송정보에 기반한 위치적 속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이다. 공간 빅데이터의 대표적 

유형은 VGI4)로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장비를 통해 사용된 사진, 영상, 위치정보 등 시간과 장소가 

기록된 여러 유형의 데이터공유에 기반하며,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 (카메라, GPS)등을 통해 수집된 

시공간정보를 수집 활용한다.

4) VGI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자발적 공간정보



빅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 273

<그림 15> 국토교통부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

5. 빅데이터 창업지원 사례분석

  국내 청년 실업률은 2016년 2월 기준 12.5%로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소상공인의 폐업비율은 1998년 104.5%, 2008년 92.6%를 기록할 만큼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창업기업은 창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창업 

성공지원을 위한 민간·공공의 보유 정보 공유를 통해 유용한 창업 지원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창업

기업은 다양한 산업군과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창업기업이 준비

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에 따라 필수적인 유용한 정보의 유형과 범위 선정이 우선되어야만 가치있는 

창업지원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2012년 창업기업은 166만개로 

2011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기술기반 업종이 40.7만개로 창업을 주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기업 실태조사 결과 2012년 제조업은 14.8만개가 창업하여 2011년 보다 4.5% 증가, 지식서비스업은 

25.9만개로 전년에 비해 8.1% 증가했다.

<표 3> 국내 창업기업 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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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2012년 평균매출액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8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표자가 연구.기술직 창업기업은 평균종사자 4.5명, 평균 매출액 8.5억원으로 타분야 일반 창업

기업에 비해 고용 및 매출액 등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통계]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각종 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해 생활과 밀접한 8대 업종의 분포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도시통계지도 www.stat.seoul.go.kr·initinfo를 제공하여, 시민들은 도시통계지

도를 통해 주변의 생활편의 수준을 손쉽게 확인, 창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입지선정을 위해 희망지

역의 업종별 분포도를 사전에 파악·검토하게 된다. 서울시는 동일한 자료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www.data.seoul.go.kr 에 원문으로 공개해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자유롭게 활용성을 

제고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울시 도시통계지도의 창업지원을 위한 실질적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창업의사결정을 위한 상권, 매출, 업종의 과거 history와 패턴 그리고 미래 예측 정보 (매출, 비용, 

수익) 제공이 절실하다. 도소매업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도시통계 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 상권분석 시스템 www.sg.sbiz.or.kr은  BC 카드정보와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및 

소상공인진흥원의 인허가 개페업 정보, 오픈메이트 GIS 정보 등 융합 빅데이터 분석 모형을 구축하여 

창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계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도소매업, 식음료업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

한 창업지원이 활성화되어있다. 서울시 도시통계지도와 중기청의 상권분석시스템을 통해 도소매, 식

음료업종은 창업의사결정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2016년 10월 현재 기술기반 창업지원 

빅데이터시스템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기술기반 창업의 기술적 다양성을 

제한적 보편적인 분석서비스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기반 창업지

원의 경우에는 Dimension Hierarchy 방식의 다양성분석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OLAP 형태의 자가

분석형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지원이 효과적이다.

<그림 16> 서울시 도시통계지도 (http:··stat.seoul.go.kr·ini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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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중소기업청 상권분석 시스템 www.sg.sbiz.or.kr

  중기청 상권분석시스템은 간단분석, 상세분석, 시군구분석, 업종밀집분석 등을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정보는 업력통계, 매출통계, 임대시세통계, 상권분석 통계 등을 제공

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과밀지수는 GIS5) 정보와 업종의 과밀정도에 따라 안전, 주의, 위험, 고위험 

등의 나타나게 하고 있으며, 점포 이력·평가에서는 점포별 이력, 점포 평가, 창업 자가진단 확인서와 

같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상권분석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또한 

창업을 위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나,실제 창업자의 희망 지역, 희망 업종, 업소의 크기와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창업자는 시스템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가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창업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보유한 강점을 적극적으로 레버리지하고 유동 인구와 

지리 정보,소비 업종과 상품 판매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오비전(Geovision)이라는 상권 분석 

및 타겟 마케팅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소스데이터는 통계정보, VAN 정보, 위치정보, 

모바일 행태정보 등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위치정보를 융합하여 시간대별 유동인구, 일별 유동인구 

성별 연령, 방문 매장 및 구매정보, 프로모션 푸쉬 반응정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지원한다.  중기청 

상권분석 시스템이 VAN 정보, 통계정보, 지리정보를 결합한 지역상권 분석정보를 제공하는데 반해, 

SKT 지오비전은 기업관점의 시장 출점 전략수립을 위한 개발상권, 한계상권, 중복상권분석 및 지역

대리점 영업활성화를 위한 고객관리 및 캠페인, CRM 툴을 제공해서, 상권 및 업종 분석과 함께 잠재

고객·지역 정의 및 타켓마케팅을 지원한다.

5)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공간정보시스템



276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그림 18> SKT 상권분석 및 CRM 시스템

  국내 카드사는 고객의 결제 정보로 분석한 선호 업종 및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상점의 프로모션, 카드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출정보를 지역·

업종 등으로 가공하여 창업 희망자 컨설팅, 소비자에게 모바일앱 정보 서비스 제공한다. 2013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카드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가 허용되어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6. 빅데이터 기술기반 창업 지원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저비용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한 고객 니즈 파악, 타겟 마케팅, 

고객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정부 정책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

흥원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분석 활용센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 기획, 데이터 기술 3가지 분야의 기술자문(멘토링)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9> 미래창조부 & NIA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서비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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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창부 & NIA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의 기술기반 창업기업 ‘뭐야이번호’는 스팸전화 알리미 앱 

기업으로 불필요한 광고 스팸전화 및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제공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및 솔루션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했다.  빅데이터분석 활용센터

는 빅데이터 분석, 통계,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스팸번호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 빅데이터

를 활용한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주)전국지’는 프랜차이즈 메뉴개발 기업으로 식음료 메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고객 니즈 반영과 매장 POS 정보 활용제고를 위한 소셜 및 트랜드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의뢰했다. 빅데이터분석 활용센터는 빅데이터 분석, 통계,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메뉴개발 방안을 제시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했다. 

  빅데이터분석 활용센터는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술자문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추진 필요서비스 기획 등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

업의 역량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확산”의 전 과정을 거쳐 효과적인 데이터 자원, 기술, 인력의 

공유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도 절실하다.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전파하는 것 뿐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소스 공유 및 분석 자원, 기술, 인력 등 

협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림 20> 미창부 & NIA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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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창부 & NIA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 사례 2

<그림 22>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신신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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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입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서울시의 창업지원 사업은 창업기업의 

업태·업종으로 구분하고 서울시의 기존 빅데이터 시스템 인프라와 조직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니즈

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도소매·음식업·숙박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도시통계지도 시스템과 민간 이동통신

사와 카드사의 상권분석 시스템 및 매장지원시스템과 연동 하는 창업지원모델 수립이 필요하다. 서울

시 도시통계지도의 상권·입지 정보와 민간기업의 VAN·위치·매출정보를 결합하여, 상권정보와 

업종 분석 정보 그리고 고객관리 및 프로모션 정보를 제공하여 도소매·음식업·숙박업 창업기업에 

실제적인 의사결정정보를 지원할 수 있다. 

  둘째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는 정보기획단 산하 빅데이터센터와 창업지원센터의 협

업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지원 선별하여 빅데이터 분석 지원 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창부 & NIA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의 창업기업 성공지원 사례와 같이 서울시 소재 기술기

반 창업기업들이 당면한 비즈니스 이슈와 지원 요구사항을 심사하여 서울시 빅데이터센터의 분석전문

가와 민간 컨설팅사의 산업전문가가 참여하여 해결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창업지원센터의 인프라

를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입체적으로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생애주기 단계별 성공후

원자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는 빅데이터 활용 창업기원 지원시스템 BPR·ISP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빅데이터 창업지원사업의 전략적 방향성과 추진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서울시와 컨설팅사의 협업체계

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지원 사업의 운영전략 수립 및 위탁사업의 범위와 서비스평가기준 

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마련하여 서울시 빅데이터센터와 창업지원센터가 기술기반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Accelerator 역할을 실제적으로 지원할수있을 것이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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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창업실패 원인분석 및 창업자의 개인특성 고찰

연구책임자 김민식

요약

  20대에 청년 창업에 도전하고, 40대에 장년 창업을 맞이하고, 60대가 되면 은퇴창업(노년창업)을 해야한다. 

고령화를 넘어 100세 시대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은퇴 후 30~40년의 수입 공백기가 

생긴다.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생계를 넘어 생존을 위한 창업을 적어도 죽기전에 한번은 맞이하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처음 맞이하는 창업이 두렵겠지만, 다행히도 서울특별시 SBA서울산업진흥원의 챌린지1000프로젝트, 스타

트업스쿨, 성공창업아카데미 등의 지자체, 정부,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이 있으므

로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자신만의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창업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금전적인 부분이지만, 수익과 성장이 지속 가능한 

창업을 위해서는 좋은 회사나 제품의 이름을 만드는 네이밍(Naming),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CI(Corporate Identity)나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인 BI (Brand Identity)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창업디자인 

과정을 통해 창업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창업브랜드를 만들어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색인어
한글 : 창업브랜드, 창업디자인, 창업, 네이밍, 브랜드

영어 : Startup Brand, Startup Design, Startup, Naming, Brand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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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스타트업의 창업 브랜드 디자인 전략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창업시 필요한 디자인 요소인 네이밍, 브랜드(BI,CI), 패키지, 마케팅, 트렌드 등의 요소들을 전문 

회사에 맡기지 않고, 창업 브랜드 디자인과정을 통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준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000여 차례 진행된 창업디자인 교육 사례를 통해 만들어진 창업디자인(네이밍, 브랜드) 커리큘럼

으로 본인이 직접 제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육 실습 및 제작. 

Ⅳ. 연구결과

  서울시 청년창업기업 및 장년창업기업 외 창업 브랜드 디자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성공 기업들의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제작 성공 사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 및 참고 자료 제작.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창업시 필요한 디자인에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 늘어나게될 창업디자인컨설턴트 양성을 통한 신직업군으로의 확장과 양질의 교육 개발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들에게 창업 성공률을 높이도록 활용함.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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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브랜드 디자인 이해와 연구배경 및 목적 

  20대에 청년 창업에 도전하고, 40대에 장년 창업을 맞이하고, 60대가 되면 은퇴창업 또는 노년창업

을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정년퇴직(停年退職)을 하면, 사회에서 지속적인 수익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은퇴 후를 위해 국민연금이나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수

도 있겠지만, 고령화를 넘어 100세 시대의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은퇴 후 

30~40년의 수입 공백기가 생긴다.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생계를 넘어 생존을 위한 창업을 적어도 

죽기전에 한번은 맞이하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처음 맞이하는 창업이 두렵겠지만, 다행히도 서울특별시 SBA서울산업진흥원의 챌린지1000프로젝

트, 스타트업스쿨, 성공창업아카데미 등과 같은 지자체 차원이나, 정부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의 

창업아카데미, 창업선도대학육성, 시니어기술창업센터, 글로벌창업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

한 창업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갖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자신만의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듯, 아무리 좋은 지원 사업이 

있다해도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성공하기에 어려우므로, 창업에 있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창업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금전적인 부분이지만, 수익과 성장이 

지속 가능한 창업을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Trend)를 읽어내는 자신만의 아이템과 차별화된 브랜

드가 필요하다. 좋은 회사나 제품의 이름을 만드는 네이밍(Naming),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CI(Corporate Identity)나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인 BI (Brand Identity),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저비용 고효율 포장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Package Design)이나 마케팅(Marketing)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2. 저비용 고효율의 창업 브랜드 제작 필요 

  창업에 있어 브랜드의 필요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디자인 전문 회사에 의뢰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본인이 직접 만들기에는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디자인 요소의 이해와 준비를 위한 창업디자인 

교육이 필요하다. 준비된 창업만이 성공률을 높이고 시행 착오를 줄이는 방법이다. 

  ‘창업디자인’은 창업시 필요한 디자인 요소인 트렌드 분석, 네이밍 개발, 브랜드(CI,BI)디자인, 패키

지 디자인 및 실물 제작, 홍보물 디자인, 마케팅 전략 등을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남녀노

소(男女老少) 누구나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육 과정으로 짧은 시간내에 자신에게 

필요한 창업디자인을 만들고, 창업과 연계하여 보다 성공적인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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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화된 자신만의 브랜드 필요성  

  대부분의 초기 창업가들은 ‘제품이 좋으면 되지, 브랜드가 중요해?’라는 생각에 제품력에만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자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도 좋은 브랜드가 있다면 비슷비슷한 시장에서 

독보적인 차별화와 독점적 브랜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게 창업브랜드의 필요성이다. 

  초기 창업자들에게 창업디자인(네이밍, 브랜드, 패키지, 마케팅, 트렌드 등) 분야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지원 비용이 적게는 10여 만원대에서 많아야 몇 100만원에 불과하다보니, 디자인 

전문회사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진행을 부담스러워 하고, 창업자들은 저비용으로 제작사를 찾다보면 

흡족하지 않은 디자인 결과물들을 어부지리로 사용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창업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은 회사나 제품의 이름을 짓는 방법을 배워서 직접 네이밍을 

하고, 네모, 세모, 동그라미 등의 기초 도형에 대한 이해로 브랜드 디자인(BI, CI)을 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포장 방법을 통한 패키지 디자인과 다양한 사례를 통한 트랜드와 마케팅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직접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직접 하기 어렵다면 창업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제작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모르고 의뢰하는 것이 아닌 알고 맡겨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1. 변화하는 직업에 의한 창업의 필요성   

가. 창업에 도전하는 현실

(1) 20대 청년(도전형) 창업의 현실  

  20대의 첫 창업 도전은 대학교에서 시작된다.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의 창업 지원사업이나,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대전대 창업학부, 상지대 창업경영학과 외에 많은 대학의 창업 관련 교육으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재학 중에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사상 최대의 청년실

업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을 들어가도 평균 1년 

내에 100명 중 27명이 정형화된 대기업 문화를 버리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퇴사를 하는 젊은이

들이 도전하는 분야도 창업이다.

(2) 40대 장년(생계형) 창업의 현실  

  40대의 창업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거나, 회사의 요청에 의한 희망퇴직 등으로 준비되지 않은 

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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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 있지만, 중년에 접어들며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위해 과감히 가던 길을 멈추고 도전하는 생계

형 창업이다. 40대의 경우 대부분 가족의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이 연결되어 실패를 두려워 하거나, 

쉽게 도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다. 실패는 곧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이니 말이다. 

그래서 40대는 청년 시절의 사회 생활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 할수 있는 

분야의 아이템으로 준비된 창업을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대의 도전형 창업보다는 40대의 장년창

업 성공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3) 60대 은퇴(생존형) 창업의 현실  

  60대의 경우 한국전쟁(韓國戰爭, 표준어: 6·25전쟁) 이후의 베이비붐(Baby Boom, 1955~1963

년생) 세대들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장본인들로, 한국의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기반을 

세우기 위해 첫 직장에서 배운 기술로 한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거나, 업종의 변화가 많지 않게 

사회 생활을 연장해 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한 분야에 집중해서 업무를 하다보니 은퇴를 하게 

되면, 해당 분야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나, 다양한 경험이 없이 융복합적 사회 구조로 급변한 현대 

사회에서 여생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퇴직시 받은 은퇴 자금으로 대부분 카페나 치킨, 피자와 

같은 프렌차이즈 사업 설명회나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의 투자 권유로 많은 손실을 보기도 한다. 

<표 1> 국내 사업장 정년 현황 / 참고 : 고용노동부 자료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50~60대의 정년퇴직(停年退職) 제도는 일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라는 연령 제한으로 더 이상 사회에서 일 자리를 얻을수 없게 된다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반면에, 고연령자들의 퇴직이 젊은 20~30대의 청년 취업으로 연결된다는 논리도 맞는 말이다. 다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시대에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좀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만의 

창업은 필수가 되는 시대에 살아가게 될 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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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맞이하는 현실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의 성장과 함께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하여 새로운 스마트 

시스템인 사물감지(object detection), 사물인식(Object Identification) 등으로 나아가는 제4세대 

산업혁명은 사람들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세상을 변화 시키고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로봇이나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급속도로 줄여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1) 하이패스(Hi-pass)가 잃게 만든 미소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무정차로 통과할수 있는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2000년에 설치되기 

전까지는 각 차선마다 설치된 수납박스 안에서 수납원들이 미소와 함께 직접 표를 받아주고, 돈을 

거슬러 주며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한 몸을 잠시나마 사람 냄새나는 짧지만 기분 좋은 만남이 있었지

만, 조금더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 하나 둘 설치한 하이패스로 수천명의 일자리를 잃었다. 덩달아 수납

원들이 보여주던 밝은 미소도 잃게 되었다. 

(2) 도시 집중화가 몰아낸 일자리 

  7~80년대의 서울은 고급 기술 보다는 수작업 위주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장에서 

수 많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지방에서 일을 하던 젊은이들이 

서울로 돈을 벌기 위해 상경을 했었다. 수 십년이 지난 서울은 그들의 노력의 결실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수 있었고, 전국에서 몰려들어 늘어난 사람들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되는 

1,000만의 도시로 성장했다. 자연스레 사람들의 주거로 인해 공장들은 수도권 주변이나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고, 고학력의 높아진 근로자의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중국이나 해외의 

저임금의 인력이 많은 곳으로 일자리들을 이전해가서 국내의 일자리마저 줄어가고 있다. 

(3) 사람을 쉬게 만드는 자동차  

  1985년 국내에는 ‘전격Z작전(電擊Z作戰, 영어: Knight Rider)’이라는 검정색 자동차 키트(KITT, 

Knight Industrues Two Thousand)가 등장하는 미국 NBC방송국의 드라마 한편이 남녀노소를 막

론하고 TV앞으로 시선을 이끌던 때가 있었다. 당시 주인공였던 마이클나이트(데이비드 핫셀호프, 

David Hasselhoff)가 손목에 찬 시계에 대고 “빨리와줘. 키트”라고 하면 어디선가 대기하고 있던 

키트가 인공위성으로 주인공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빠른 길로 무인 운전으로 찾아와 문제를 해결하

는 드라마였다. 키트는 점프도 뛰고, 폐유를 뿌려서 추적을 막기도 하고, 수 많은 기능이 있었지만 

그중 단연 최고의 기능은 무인자동주행운전이었다. 목적지를 말하면 알아서 운전하기도 하고, 혼자서 

주인공에게 찾아오는 기능은 드라마의 연출 장면이었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의 포니, 스텔

라, 엑셀 같은 차가 나오던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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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NIGHT RIDER / 출처: www,knight2000.value-cnt.net

  포드(Ford), 제너럴모터스(GM; General Motors), 크라이슬러(Chrysler)등의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기지로 미국 자동차 100년 역사의 디트로이트는 뒤떨어지는 디자인에 밀리고, 일본차에 시장을 

내주며 자동차 생산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거대한 자동차 도시를 파산시켰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 차량을 만들던 회사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

인 구글(Google)이나 테슬라(Tesla) 같은 실리콘밸리의 IT 회사들까지도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경쟁

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기존의 차만 만들던 일자리는 없어지고, 미래형 자동차를 만드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4) 인간을 이기는 알파고(AlphaGo)  

  2016년은 구글의 컴퓨터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九단의 세기의 대

결의 결과는 4:1로 인공지능 알파고의 승리로 끝나면서 인간이 5:0으로 이길거라고 예상했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자들과 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 시작되었다. 인공지능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연구되었던 분야이고, 인간에 가장 흡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실험만으로 보면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바둑 

마저도 사람과 사람의 대결이 아닌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도전을 해야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5) 20년 이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진다. 

  명견만리(明見萬里)라는 KBS의 다큐 형식의 강의 프로그램에서는 미래 직업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20년 이내엔 현재 직업의 절 반에 해당되는 47% 정도가 사라진다고 했다. 단순히 기계화된 공장의 

생산직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 요리사 같은 전문직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전에 변호사라는 직업은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가 했으면 하고 선호하는 직업이었

지만, 로스쿨 제도가 생겨나며 수요보다 많은 공급으로 배출된 변호사들로 하여금 변호사라는 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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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없어지는 직업 만큼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하며 살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2. 창업을 위한 브랜드 프로세스 이해 

   20대의 청년창업, 40대의 장년창업, 60대의 은퇴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자금’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자금이 있다면 그 돈을 투자를 하거

나 잘 가용해서 일하지 않고도 수익을 내면서 사는게 오히려 편할수도 있다. 

  하지만, 적은 자금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낸다는 목표하에 창업을 시작한다면 최대한으로 자금을 

적게 들여 큰 효과를 보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직접 만들어서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 본다. 그것이 창업브랜드디자인의 목표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창업디자인’이라 하자. 디자인이란 예쁘게 그림을 그리거나 컴퓨터나 디지

털 장비를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 또한 디자인

이라 할 수 있다. 창업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 것이다.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을 통한 사회 경험과 결혼을 통한 아이를 양육 해 본 사람들이

라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보다는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한다. 창업은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표 2> 창업디자인프로세스TM / 김민식 (더하다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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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 들리는 네이밍 (작명 = 네이밍) 

  창업디자인프로세스TM를 참고해서 설명하겠다. 창업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

이라 하면 아이가 탄생하는 것과 같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 작명을 통해 이름을 짓듯이, 창업에

서는 네이밍을 통해 회사나 제품의 이름을 짓는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명을 짓듯이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명이나 제품, 서비스명을 짓는것도 아이를 키우는것과 같은 

마음이라 할 수 있다. 

나. 잘 나가는 브랜드 (이름표 = 브랜딩)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실에 막 태어난 비슷비슷한 아기들이 조그만 침대에 눕혀져 있다. 

얼핏 보면 다 그 애가 그애 같다. 하지만, 비슷비슷한 아기들 속에서도 구분하기 위해서 발목에 이름표

를 붙여놓는다. 그게 창업에서는 브랜드 디자인이라 한다. 회사를 상징하는 브랜드 디자인은 CI 

(Corporate Identity)라 하고, 제품의 브랜드 디자인은 BI (Brand Identity)라고 한다. 기업들이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트에 진열된 비슷비슷한 제품들 중에서 우리 회사의 것을 

보다 돋보이고,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구매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다. 잘 팔리는 패키지 (옷 = 패키지) 

  엄마의 몸에서 탯줄을 잘라내고 독립된 하나의 객체로 완성되는 아기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

의 상태지만, 아기의 체온과 보호를 위해 옷을 입혀준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제품을 

보기 좋은 상품으로 디자인하고, 포장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보기 좋게 만들어 주는것이 

창업에서는 포장 또는 패키지 디자인이다. 

라. 잘 보이는 홍보물 (초대장 = 홍보물)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될쯤이 되면 부모는 첫 돌 잔치를 준비한다. 많은 준비중에 가족과 지인들에

게 아기의 축하와 식사 초대를 위해 초대장을 만들어 보낸다. 예전엔 직접 쓴 카드나 엽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요즘엔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기도 한다. 

  창업 기업도 마찬가지로 창업 1년이 되는 날에 창립 1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 이때 도와주신 분들과 

지인들을 모시기 위해 홍보물을 만든다. 초대를 위한 홍보물이기도 하지만, ‘회사나 제품이 1년동안 

잘 만들어 졌습니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다. 

마. 잘 알리는 마케팅 (돌잔치 = 마케팅) 

  돌잔치에 초대된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아기의 성장 동영상도 보여주고, 다양한 이벤트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돌잡이를 한다. 대부분 판검사 변호사 되라고 의사봉, 의사 되라고 청진

기, 연예인 되라고 마이크, 컴퓨터 전문가 되라고 마우스, 공부 잘 하라고 연필이나 붓, 부자되라고 

돈, 오래 건강하라고 실타래를 올려 놓는다. 그리고 아기가 양손에 집어 드는것에 따라 아기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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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며 건강을 기원한다. 창업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많은 것들을 순서대로 잘 집어가며 성장하는 것이

다. 아이도 건강하게 성장하듯, 창업 기업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내 손으로 직접 키워가야 하는 것이다. 

 

3. 창업에 네이밍과 브랜드의 필요성  

가. 차별화된 네이밍의 이해와 필요성 

  처음 가는 여행지를 출발 전에 지도를 펼쳐놓고 전체를 분석해서 가장 빠르게 가는 길과 안전하게 

가는길을 알고 출발하는 사람과 무작정 출발해서 현장에서 닥치는 대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 

지진이나 폭우같은 천재지변이 없다면 아마도 사전 준비가 잘 된 사람이 먼저 도착할 것이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만,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는 제품력을 두세배 가중시킬수 있는 브랜드력이 중요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치약을 만들었다고 해보자. 이 치약의 강점은 적은양의 치약만으로도 입안을 가득 

채우는 클린 거품을 만들어 내서 구강내의 소독과 동시에 치석 제거 및 잇몸과 치아의 청결도를 높이

는 아주 성능 좋은 치약이다. 그런데 ‘제품의 네이밍이 없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새로나온 치약 

/ 적은양만 써도 효과 좋은 치약 / 클린 거품으로 구강소독을 하는 치약.... 등등등’ 매번 다른 설명으

로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고객들은 항상 같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수도 

있다. 그래서 창업이나 신규 제품을 출시할 경우 잘 만들어진 네이밍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림 2> 2080, 9928, 46Cm, 페리오Total7 / 이미지출처: LG생활건강, 애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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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일반인들에게 “치약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페리오치약, 

죽염치약, 화이트치약, 시린메드치약, 센소다인치약’ 등 자신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전 경험에 의해 

기억나는 다양한 치약 브랜드 네이밍을 답할 것이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나라엔 수백가지의 비슷

비슷한 치약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르게 질문 하나 더 해보겠다. 만약 “숫자로 된 치약 브랜드 아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은 “2080 치약 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20개의 건강한 치약을 80세까지’라는 슬로건이 

연상되는 숫자 브랜드 네이밍 ‘2080’이 사람들의 뇌리속에 ‘2080=치약‘ 이라고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2080치약을 제외하고 다음으로 생각나는 숫자로 된 치약 네이밍을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

지 못하거나 기억하더라도 명확한 네이밍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브랜드 네이밍의 필요성이고, 

차별화된 네이밍이 얼마나 제품력을 높여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무리 좋은 치약이 새로 나와

도 사람들의 기억속에는 ‘2080치약’만 떠오르는 이유다. 

나. 제품력과 브랜드력의 필요 상관 관계  

   초기 창업자들의 경우 자신의 생각속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시각화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제품이 

최고라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전문가들의 멘토링이나 주변에서 조언을 하더라도 자신이 만든것

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남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다. 사실 많은 제품들은 사소한 디테일의 

차이로 창업의 성패를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표 3> 제품력과 브랜드력의 상관관계TM / 김민식 (더하다디자인연구소)

  제품을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잘 만들어진 제품을 경쟁 시장에서 차별화 하기 위해선 

브랜드가 필요하고 좋은 브랜드는 한번에,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브랜드는 청각을 통해 

들리는 네이밍이나 슬로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로고, 마크, 심볼이나 캐릭터, 패키지 디자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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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제품을 포장하는 패키지 디자인이나 브로슈어, 팜플렛 같은 홍보물을 비롯해 광고, 홍보 등등

등... 수 많은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제품에 담겨져서 고객들로 하여금 제품을 보았을 때 해당 브랜드

가 연상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믿고 사는 무언의 신뢰(?) 같은게 있었다. 하지만, 비싼 원자

재비와 인건비로 인해 전세계 대기업들이 중국에 제조 공장을 내주면서 중국산 저렴한 제품들이 들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싼 맛에 쓴다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며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덤으로 풍부한 자원과 수많은 생산 인력, 그리고 체계화된 공장 시스템으로 인해 

이제는 세계 시장에 내 놓아도 제품력으로 손색 없는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생겨나

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제품력으로 차별화 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싼 가격으로 판매 

하는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아무리 싸고 좋은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고객들은 여전히 애플이

나 삼성같은 고가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과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중저가의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다. 기업의 브랜드 관리 실패 사례 

(1) 비틀(beetle)거리는 폭스바겐(Volkswagen)   

  제품을 최대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사업가들에게 당연한 과제이다. 딱정벌레를 닮은 디자인으로 

유명한 비틀(Beetle)과 1974년 처음 만들어져 40여년간 7세대 모델까지 헤치백의 아이콘이 된 골프

(Golf)로 유명한 폭스바겐(Volkswagen)은 독일의 국민차라고 할 만큼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이다. 

 

<그림 3> 폭스바겐 골프 / 출처 : 폭스바겐 홈페이지

  2015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핫이슈는 아우디(Audi) 폭스바겐(Volkswagen)의 디젤게이트(Diesel 

Gate; 주행시험으로 판단시에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엔진에 달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을 설치해 자동차 검사는 통과하고, 실제 도로 주행시는 기준치의 40배를 초과하는 배기가스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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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불러온 사건)였다. 국내에도 10만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고 전 세계적으

로도 수천만대의 판매 실적으로, 수 십년간 연비좋은 차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한순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환경 오염시키는 차라는 오명을 쓰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기업의 운영까

지도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2) 삼성은 갤럭시(Galaxy)로 사라질수 있다. 

  2016년 9월은 삼성전자가 세상을 두 번 놀라는 큰 사건을 일으켰다. 갤럭시노트7 (GalaxyNote7)

은 출시 전부터 세계 최초로 홍채와 지문 인식 기술로 강력한 보안 기술을 내세우며 전후면의 곡면(엣

지) 디자인과 전자펜, IP68 등급의 방진방수 기능 등의 다양한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갤럭시노트7

의 제품력을 과시하며 미국의 애플(Apple) 아이폰7(iPhone7)과 LG V20에 앞선 출시로 세상을 놀라

게 했다. 

 

<그림 4> 삼성갤럭시노트7 / 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두 번째 놀라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삼성의 스마트폰 기술이 배터리 폭발이라는 2G폰에서도 

없었던 대형 사고를 낸 것이다. 순식간에 국내와 해외로 수백만대가 판매된 삼성의 갤럭시노트7의 

사전예약판매와 수많은 비용이 투입된 마케팅은 물거품이 되었고, 전제품 리콜이라는 초강수를 던졌

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그동안 쌓았던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먹칠

해 버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리콜 교환받은 신제품마저도 배터리 문제의 발생으로 삼성의 갤럭시노

트7의 브랜드 이미지는 애플보다 높은 구매력을 자랑하던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은하계(Galaxy)로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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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다. 완벽한 제품이란 세상에 없다. 하지만 제품력은 수정 

보완을 통해 보다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실패한 제품이라면 그 실패를 피해서 더 좋게 

연구 개발하면 된다. 그렇게 제품은 계속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브랜드는 다르다.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기업이나 제품의 네이밍과 브랜드 이미지는 단 한번의 

실수로도 영원히 사라질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창업 브랜드 디자인 만드는 방법 

가. 창업 네이밍 만드는 방법

  창업할 때 많은 사람들은 회사명, 제품명, 슬로건, 서비스명 등 각각의 네이밍을 다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어로 만들고 고급스러운 단어로 만들어야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네이밍은 내가 쓰는게 아니라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기억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면 짧고 쉬운 단어로 짧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잘 기억나게, 입에 착착 붙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 할수 있다. 

(1) ‘그대로’ 사용하는 네이밍 

  미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많은 나라들은 100년이 넘는 브랜드들이 수 없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1897년에 시작된 부채표 가스활명수나 1925년의 솔표 우황청심원 정도로 몇 개에 

불과하다. 물론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업 분야들이 사라지고, 전쟁이 끝나면서 수 많은 창업가

들이 국가 재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사업들을 시작한다. 

 

<그림 5> 해표, 샘표, 번개표, 말표, 학표, 부채표, 솔표, 매표 / 이미지출처: 해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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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엔 네이밍의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예를 들면 소나무를 바라보며 만들어진 약의 이름에 ‘솔표’라 하고, 하늘의 해를 바라보며 

식품의 명칭으로 ‘해표’라 하고, 맑은 샘물을 바라보며 간장의 네이밍을 ‘샘표’라 했을 것이다. 날아가

는 학을 보고 ‘학표’, 달리는 말을 보고 ‘말표’ 구두약이란 브랜드 네이밍들이 만들어 졌다. 

  초창기에는 자연 그대로의 상징물들의 명칭에 현재의 브랜드를 의미하는 ‘표’라는 글자를 붙여 사용

해도 무방했다. 그 당시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네이밍 브랜드 였을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 없이 많은 네이밍들이 넘쳐나고, 유사한 발음이나 표기만 있어도 특허청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창업디자인의 네이밍 커리큘럼을 따라하면, 다양한 

네이밍 제작 기법을 따라하기만 해도 좋은 네이밍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있는 그대로 사용하

는 ‘그대로법’을 적용한 사례가 위에서 설명한 해표, 샘표, 솔표, 번개표 인데, 현대적 감각으로 창업에 

적용할수 있는 네이밍 개발이 가능하다. 

(2) 이름, 별명으로 만드는 네이밍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명품을 만든 설립자의 이름인 경우가 많다. 

1856년 영국에서 창업한 토마스 버버리(BURBERRY)는 영국의 비가 자주 오는 날씨에 적합한 레인

코트를 제작하다가 당시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7세에게까지 명성이 알려지면서 오늘날 명품이 된 사례

이다. 그 외에도 프랑스 복식 디자이너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GabrielleChanel)이나 크리스챤 디올

(Christian Dior), 구찌오구찌(GuccioGucci), 휴고보스(HugoBoss), 입생로랑 (YvesSaintLaurent),  

안나수이 (AnnaSui), 루이프랑스와까르띠에(LouisFrancoisCartier), 지아니베르사체 (Gianni 

Versace), 살바토레페라가모(SalvatoreFerragamo)등등 무수히 많다. 

  우리나라의 사례는 김치와 젓갈로 유명했던 하선정 요리연구가와 스팀청소기 하나로 무릎꿇고 엎드

려 하던 걸레질을 일어서서 편하게 한번에 닦아내고 스팀 청소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집안 청소의 

혁명을 만든 한경희생활과학의 한경희 대표도 사람 이름 자체로도 성공 창업 네이밍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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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구찌, 포드, 컬투치킨, 길성이백숙, 스타벅스, 하선정 / 출처: 홈페이지 ]

(3) 사칙연산(+-x÷)으로 만드는 네이밍

  수학에서 덧셈(+), 뺄셈(-), 곱셈(X), 나눗셈(÷)을 의미하는 사칙연산은 꼭 숫자에만 적용하는 것

은 아니다. 네이밍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지 수학과 틀린

점이라면, 수학은 정확한 숫자의 답이 나온다면, 네이밍 사칙연산에서는 정답이 아닌 나의 창업과 

연관된 키워드를 적용하여 만들어지는 다양한 답이 만들어 진다라는 점이다. 

가) 더하기법 

  더하기법은 나의 창업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빈칸에 대입해 본다. 그리고 제시된 단어와 더하면 새로운 네이밍이 만들어지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이동통신사 KTF의 요금제 중에 ‘나를 위한 요금제–나(Na)’라는 네이밍

이 있었다. 말 그대로 ‘나(Na)’가 브랜드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 글자를 네이밍으로 쓴다는점도 파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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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지만, ‘나’라는 한 음이 주는 네이밍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는 네이밍을 쓸 수가 없다. 이유는 KTF가 선등록해서 썼기도 하지만, 그 이후 

많은 브랜드들이 ‘나’와 연관되어 연상되는 사례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더하기법에서 ‘나’를 활용해 보겠다. 내가 만약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커피(Coffee)’란 단어

를 떠올릴수 있다. 그럼 ‘커피(Coffee)’와 ‘나(Na)’를 더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네이밍이 

‘커피나(Coffeena)’이다. (참고로 ‘커피나’라는 땅콩에 커피를 씌운 과자류가 실제로 있다.)

Coffee + Na = Coffeena

  키워드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코리아 Korea’를 넣어서 ‘나 Na’와 더하면 88서울올림픽의 주제곡 

‘손에손잡고’를 부른 그룹 ‘코리아나(Koreana)’가 되기도 하고, 여성들 화장품 브랜드인 ‘코리아나

(Koreana)’ 화장품이 되기도 한다. 

  조금더 확장해서 ‘아시아(Asia)’와 ‘나(Na)’를 더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색동 날개로 누리는 ‘아

시아나(Asiana)’ 항공사가 된다. 

Korea + Na = Koreana (코리아나)

Asia + Na = Asiana (아시아나)

  더하기법은 자신의 창업과 연계된 단어들을 추출하고, 단어들중에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키워드로 

선정하고, 빈 칸에 채워 넣으면서 쉽고, 빠르게 좋은 이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다. 

  키워드와 더해지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쉽게 조합할수 있는 사례 몇 개를 나열하

니, 빈칸에 적용해서 좋은 이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자. 

+ Live =  + story =

+ (i)st =  + namoo =

+ ism =  + maru =

+ Nara =  + king =

+ made =  + Dr. =



스타트업의 창업 브랜드 디자인 전략 ● 301

+ mate =  + bank =

+ school =  + house =

+ ~ ing =      

+ ~ er =

나) 빼기법 

  빼기법은 추출한 키워드의 단어가 길 경우 앞이나 뒤에서부터 한 글자씩 빼 가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인텔리젠스(intelligence)‘라는 키워드에 빼기법을 적용해서 한 글자씩 뒤에서부터 빼보면, 

’intelligenc(인텔리젠크) → intelligen(인텔리젠) → intellige(인텔리지) → intellig(인텔리그) → 

intelli(인텔리) → intell(인텔) → intel(인텔)’과 같이 만들어 지는 기법이다. 빼기의 마지막에 ‘L(엘)’

이 두 번 겹칠경우엔 한번만 남겨서 최대한 짧고 부르기 쉬운 네이밍을 만드는 기법이다. 

intelligence + e = intelligenc (인텔리젠크)

intelligence + ce = intelligen (인텔리젠)

intelligence + nce = intellige (인텔리지)

intelligence + ence = intellig (인텔리그)

intelligence + gence = intelli (인텔리)

intelligence + igence = intell (인텔)

intelligence + igence = intel (인텔)

다) 곱하기법 

  곱하기법은 동일한 음을 두번이상 반복 사용해서 브랜드 네이밍의 인지도를 높이는 기법이다. 청각

적인 측면에서 같은 발음이 반복되면 음율감도 느껴지고, 짧은 시간에 인지도를 높일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품과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 더 높은 인지도를 만들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한, 두 글자 반복이

나 최대 세 글자 내의 반복으로 만들며 그 이상의 글자수가 반복될 경우는 브랜드네임 자체가 길어져 

혼동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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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업계는 250여개의 브랜드를 달고 전국에 36,000여 치킨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 브랜

드 네임의 차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네네치킨’, ‘둘둘치킨’, ‘땅땅치킨’, 치르치르’ 처럼 

쉽고 빠르게 인지할수 있는 곱하기법을 이용한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고기를 먹은 만큼 1+1으로 

더 준다는 의미로 ‘그램그램(gramgram)도 있다. 

네 x 2 = 네네 치킨

둘 x 2 = 둘둘 치킨

땅 x 2 = 땅땅 치킨

치르 x 2 = 치르치르 치킨

그램 x 2 = 그램그램

라) 나누기법

  나누기법은 하나의 키워드를 부분을 나누고 필요한 부분을 조합해서 만드는 기법으로 네이밍 사칙

연산 기법중 많이 쓰이지는 않으나 새로운 조합의 형태 필요시 사용하는 기법이다.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HUBO)'는 휴머노이드(Humanoid)와 로봇(Robot)의 합성어

로, 2004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오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인간형 로봇이다. 키 

128cm, 몸무게 45kg이고, 30㎝의 보폭으로 1분에 65걸음(시속 1.5㎞) 정도 걸을 수 있다. 휴보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휴보2’는 드렉슬대, 버지니아공대 등 미국 내 5개 대학교가 참여해 국제공동연구

를 하고 있고, 한국형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가 미국 내 로봇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교과서가 되었

다. 뿐만 아니라 KAIST는 공동 연구에 참여 중인 미국 내 5개 대학 대학원생 20여명의 교육도 담당하

고, 이 공동연구로 인한 연구 성과는 ‘KAIST 휴보’라는 명칭이 기재된다고 하니 우리 과학자들이 

이뤄낸 성과가 자랑스러운 일이다. 

( Hu ÷ manoid ) + ( Ro ÷ bo ÷ t ) = 휴보 (HUBO)

( Mel ÷ ody ) + On = 멜론 (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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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디자인 네이밍 커리큘럼에는 본 논문에서 소개한 ‘그대로법’, ‘이름, 별명법’, ‘사칙연산법’등 

외에도 ‘겹쳐쓰기법, 의성어법, 의태어법, 동의다의법, 파생법, 파열음법, 축약법, 사투리법, 컬러법 

등 수 많은 네이밍 기법의 교육이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을 통해 본인이 직접 만드는 창업 

브랜드 네이밍 기법이다. 

나. 창업 브랜드 (BI, CI) 디자인 방법 

(1) 브랜드는 심플(Simple) 할수록 좋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디자인 일수록 단순하다. 단순하다 못해 US투데이 (US Today)의 

심볼은 하늘색 점 하나다. 단순하지만 상징성이 있고 강렬할수록 소비자들의 뇌리에 깊이 파고들고, 

동일 제품군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실제 구매력을 높이게 하는 힘이 있다. 

  애플의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로고나 바람이 ‘휙’하고 지나가는 소리를 표현했다는 나이키의 부메랑 

형태의 스워시(Swoosh) 로고는 Apple이나 NIKE라는 브랜드명의 표기도 없이 심볼만 표시해도 대부

분의 사람들은 애플과 나이키의 브랜드를 알아본다. 이것이 브랜드의 힘이다. 

 

<그림7> 애플, 나이키 심볼 / 이미지출처 : 애플, 나이키 홈페이지 ]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나 브랜드의 컬러로 가장 안 쓰는 컬러가 검정색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브랜드들은 기존의 컬러를 버리고 검정색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과 나이키 심볼

이 검정색이다. 검정색은 고급스러움과 명품의 이미지를 상징해서 고급 의류나 고가 명품 브랜드 심볼

들이 대부분 블랙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초창기 애플의 로고는 초록, 노랑, 주황, 빨강, 보라, 하늘 색의 줄무늬 컬러를 사용했었으나 2000

년대 초반 사명을 ‘애플컴퓨터(Apple Computer)’에서 ‘애플(Apple)’로 변경하며, IT제품의 명품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블랙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나이키는 원래 빨강색 심볼였다가 주황색으로 잠

시 변경한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검정색을 사용하고 있다. 나이키는 이미 스포츠 브랜드의 명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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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브랜드의 기본. 

  브랜드 디자인이란, 회사나 제품을 동일군에서 차별화 하기 위한 시각적 요소로 보통 CI, BI라고 

부른다. CI는 Corporate Identity의 약자로 회사나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디자인을 말하고, BI는 

Brand Identity의 약자로 제품이나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요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애플의 사과 

모양 로고 디자인이나, 현대의 삼각형 모양을 말한다. 

  브랜드 디자인은 다양한 국가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남녀노소 누가 보더라도,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고, 기억하기 위하는게 가장 큰 목적으로, 언어적 표현 보다는 도형적 표현이 더 좋고, 복잡한 

도형 보다는 단순한 도형의 형태가 더 좋은 것이다. 

  미국에서 종합일간지 중 유일하게 전국지로 발간하는 신문사인 USA Today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1982년 창간이후 세계인이 보는 신문사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가단순하게 하늘색 점 하나이다. 

 

<그림8> USA TODAY CI / 이미지출처: USA TODAY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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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와 같이 신문사의 제호를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문사의 로고나 브랜드 디자인은 신문에서 찾아보기 쉽지않다. 최근엔 종이 신문을 구독

하는 사람들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존 신

문사들이 더이상 종이 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다음이

나 네이버같은 포탈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USA Today는 하늘색 점 하나이지만, 많은 신문들 속에서 발견하는 하늘색 점은 눈에 띄게 잘 

보일 것이다. 현재의 미국인들은 먼 거리에서도 하늘색 점을 보면 USA Today 신문을 떠올리며 찾는

다고 한다. 

  창업디자인 브랜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창업에 성공하는 점 하나를 찍어 보자. 

(3) 브랜드의 완성은 컬러(Color)  

 

<그림9> 삼성, 현대, LG CI / 이미지출처: 삼성, 현대, LG 홈페이지 ]

  “삼성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컬러는?“이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침없이 ”파랑“이라 답할

것이고, ”LG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컬러는?“이라 물으면 ”빨강“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현대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컬러는?“이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의 대답은 ”빨강, 파랑, 검정, 은색, 노랑, 초

록....“ 등등등 명확하지 않은 다양한 대답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기업을 상징하는 명확한 컬러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의 경우 그룹사의 CI를 통일해서 전 계열사가 파란색 컬러를 삼성전용 컬러로 쓴다. 마찬가지로 

LG의 경우도 심볼은 빨강을 쓰고, LG라는 글자는 회색을 사용한다. LG 심볼의 빨간색은 유채색이고 

글자의 회색은 무채색이라 한다. 유채색과 무채색이 함께 있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채색을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 또한 무채색은 그림자와 같아서 있기는 하지만 두드러지지는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채색과 함께 있을 경우 컬러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만의 브랜드 컬러를 정할 경우 컬러의 색이 적을수록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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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브랜드디자인 성공 사례 

가. 푸드나무 (김영문 대표 / SBA청년창업1000프로젝트 4기출신 기업) 

  서울시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4기 성공기업인 ‘푸드나무(Food Namoo)’의 네이밍은 창업디자인 

네이밍과정 더하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사명이다. 우리나라 모든 음식을 세계의 시장으로 유통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다는 의미로, 음식을 상징하는 ‘푸드(Food)’와 성장과 확산을 상징하는 ‘나무

(Namoo)’를 더해서 만든 성공한 네이밍 사례이다. 

Food + Namoo = FoodNamoo (푸드나무)

  기업명을 잘 지은 덕분인지 푸드나무는 3년여년의 짧은 창업기간에 매출 1,000억원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니, 잘 지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성공 사례이다. 

 

<그림10> 푸드나무CI / 디자인 : 김민식 (더하다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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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자자 (이해옥 대표 / SBA청년창업1000프로젝트 5기출신 기업) 

  ‘코자자(Cojaja)’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실제 쿠션, 목걸이, 팬던트, 인형 등의 제품으로 만들어주

는 사업 아이템으로 시작하여, 어린이들을 작가로 만들어주고, 전시회도 열어주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며 승승장구하는 서울시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5기에 선정되어 창업한 기업이다. 

  코자자라는 네이밍은 창업자인 이해옥 대표가 아이들을 재워줄 때 토닥토닥하며 말해주는 ‘코~자

자’에서 나온 의성어를 회사명으로 사용하였다. 

  브랜드 디자인은 코자자라는 서체에 점 세 개를 찍어서 마치 인형의 표정처럼 단순 명료하게 디자인 

한 사례이다. 

  점은 단순한 모티브이지만 점의 개수, 크기, 위치, 컬러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11> 코자자 CI / 디자인 : 김민식 (더하다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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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웃어밥 (최성호 대표 / SBA청년창업1000프로젝트 4기출신 기업) 

  ‘한 입 먹으면 웃음이 나는 맛있고 건강한 밥’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창업한 웃어밥은 말 그대로 

‘웃어라’, ‘웃어봐’할 때 ‘웃어’와 ‘밥’을 더하기법으로 만든 네이밍이다. 웃어밥은 기존에 김밥천국이나 

김가네 같은 김밥 위주의 외식 프렌차이즈에  도전하여, 주먹밥이라는 새로운 틈새 시장을 파고 들었

고, 다양한 소스와 건강한 재료로 지속적인 신메뉴 개발을 통해 현재는 창업 3년만에 연매출 10억원대

의 회사로 키웠고, 대학생 창업자들에게 꿈을 이루고 실무를 체험할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면

서 웃어밥 구성원들의 웃음과 즐거운 에너지를 담아 고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웃어밥을 전달하고 

있다. 

웃어 + 밥 = 웃어밥

 

 

<그림12> 웃어밥 CI / 디자인 : 김민식 (더하다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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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나무링크 (박재훈 대표 / 청년창업기업) 

  나무링크는 온라인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아이템 사업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가수 지망

생이나 결혼식, 이벤트에서 노래를 부를수 있는 가수들을 섭외해놓고,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회사 이름을 나무에서 가지가 쳐서 성장하는것과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무’라는 

키워드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는 의미로 ‘링크(Link)’를 더하기법으로 적용해서 만들어진 이름

이 ‘나무링크(NamuLink)’이다. 

나무 + 링크 = 나무링크

 

 

<그림13> 나무링크 CI / 디자인 : 김민식 (더하다디자인연구소)

  나무링크의 브랜드 디자인은 지그재그로 그린 낙서로 그려진 로고이다. 넓적한 펜을 이용해서 좌우

로 지그재그를 그리고, 온라인 기업의 이미지와 청년의 젊고 푸른 이미지 컬러로 파랑색을 적용해서 

직접 만든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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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공 (손호규 작가 / 이천도자기축제 참여작가) 

  이천 도자기 축제의 대표 작가인 손호규작가의 브랜드는 ’도공이야기 陶工談 Potter's Story‘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글과 한자, 영문을 함께 표기하며, 발음이 각기 다르게 ’도공이야기, 도공담, 파럴

스스토리‘로 들리는 문제와 표기시 상징하는 모티브가 없다는 점이었다. 두 차례의 창업브랜드네이밍 

교육을 통해 네이밍은 빼기법을 통해 ’도공 Dogong’으로 정리하였고, 디자인은 직접 쓴 손글씨에 

검정색 점 하나만 적용하였다. 

  창업디자인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도공CI로 이천도자마을에 중심점 하나를 찍게 되었다. 

도공이야기 
陶工談 

Potter's Story
- 陶工談  - Potter's Story - 이야기 =

도공 

Dogong)

 
 

<그림14> 도공 CI / 디자인 : 김민식 (더하다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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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브랜드디자인 교육 목적  

가. 자신의 손으로 창업 브랜드 만들기 

  창업디자인이란? 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 은퇴창업 등 자신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며,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아도 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짧은 시간내에 자신이 직접 배우

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100세 시대에 한번은 겪게 될 나만의 창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창업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씽

킹과정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자신의 사업은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는 사업에 대한 브랜드와 네이밍 등을 직접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을 통한 창업브랜드 소유 

  창업시 자금이 많아 전문 디자인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만의 브랜드를 자신의 손으

로 직접 만들어 보는 것 또한 의미있는 일이다. 

  

<그림15> 대학교 및 창업선도대학 창업디자인 교육 사례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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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디자인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하더라도 알고 제안하는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이왕에 만드는것이라면 내것에 대해 잘 알고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창업디

자인과정을 통해 원하는 누구나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자신의 브랜드를 소유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브랜드 개발 지원 비용 절약 

  창업 브랜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제품이 있고 회사가 있고, 창업을 한다면 

가장 처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초기 창업 기업에 지원하는 브랜드 개발 비용은 금액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지원하

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수 없고, 선택되는 기업의 수도 턱업이 적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많은 비용

으로 의뢰도 어렵고, 지원해주는 정부나 지자체는 최소 비용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디자인을 의뢰할려

고 해도 저비용으로 해주는 온라인업체나 개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경우 흡족하지 

않은 디자인 결과물로 돈은 돈대로 들이고 브랜드 디자인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왕이면 자신의 손으로 배우고 만들어 잘 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초기 브랜드 개발 투자비용

을 창업 비용으로 활용하고, 3~5년정도 기업이 성장했을 때 비용을 투자해서 전문 디자인 기업에 

맡기는 방향도 제안해 본다. 

라. 창업디자인 교육 방향  

  서울시의 경우 SBA창업본부의 지원하에 청년창업센터 및 장년창업센터, CEO캠퍼스 등에서 교육

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강남구청을 비롯한 다양한 지자체 단위에서도 창업자 대상 창업브

랜드디자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전국의 60여개 대학에서 창업학부나 창업전공 학생을 대상으

로 특강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이나 농업기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도 창업디자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5년여간 매년 300여차례 10,000여명의 창업가들이 창업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창업 트렌

드도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템도 찾아가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네이밍, 브랜드, 패키지 등을 만들며 

창업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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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지자체 및 관공서 창업디자인교육 사례

 

마. 창업디자인 사업 확장 방향 

  창업디자인은 디자인(네이밍, 브랜드, 패키지, 마케팅, 트렌드, 편집디자인, 캐릭터 등) 분야를 총괄

해서 이해하고 실무 경력을 배경지식으로 갖어야만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이다. 국내1호 창업디자인컨

설턴트 김민식 대표가 운영하는 창업창직교육원에서 매년 300여차례의 창업디자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창업디자인 (www.changupdesign.com) 사이트를 통해 창업디자인에 대한 교육 일정 및 

자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아볼수 있다. 

  향후 창업디자인 분야를 가르칠수 있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며,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창업디자인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통해 디자인전문교육가를 양성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 창업 사업에 있어 

창업 브랜드 디자인 과정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들을 많이 배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 준비된 창업으로 만드는 성공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창업 아이템이 있더라도 아이템 

만으로 성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부족한 구슬을 다 돈들여 산다면, 차라리 완성품을 

하나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만의 창업 아이템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나만의 준비된 창업 브랜드 디자인으로 성공이라는 

보배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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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고등학교 진로교육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문미경

요약

  고등학교 진로교육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한 결과를 통하여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 한 ‘디자인씽킹’, ‘해커톤’, ‘앙트십’, ‘유스벤처’ 

등의 활동은 학생들의 기업가적 태도(attitude)를 마인드 셋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고, 학생들이 삶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 중심의 이러한 프로젝트형 학습 모형은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구현하며 피드백을 통해 

계속 발전 시켜 나가는 연습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실패와 작은 성공을 반복하게 함으로서 자기효능

감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활동 후 소감들을 살펴보면 단위 학교에서 운영 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게 하였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협업, 

의사소통, 의견 수용, 아이디어내기 ,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극복 등의 기업가적 자질을 경험함으로

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진로와 직업」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하고, 진로전담 교사를 잘 활용한

다면 진로교육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가능성은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인어

한글 :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진로교육, 창업교육, 디자인씽킹 

영어 :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career educa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sign thinking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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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가정

신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한국형 기업가정신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제도적인 정비와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사회각층에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EU는 2006년도 오슬로 아젠다에서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니라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므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조기교육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 발표

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하나의 진로나 직업에 고착화되는 

삶 보다는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척하고 개발하여 끓임 없이 

변화하는 삶을 요구한다. 정부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선 학교

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미래사회에서 변화하는 게임의 룰에 

보다 빨리 적응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필요함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교사연구회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산발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연구 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

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주로 ‘디자인씽킹’, ‘미니 해커톤’, ‘앙트십’ ‘유스벤처’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기업가적 태도(attitude)를 마인드 셋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가짐으로써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우리 미래 세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정리하고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기업가정신 이해정도’와 ‘기업가정신 수준 정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고등학교 진로교육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해 볼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의 제한점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소속 되어있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한 사례를 분석하는 사례연구(case study)롤 실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 학교에서 운영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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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사례분석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교육의 효과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되므로 실증분석을 하여 가설을 검증하기에

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점은 연구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

인 학자들이 연구과제로 다루어주었으면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28년 교육경

험을 바탕으로 한 직관적인 통찰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자 한다. 다만,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Ⅱ. 고등학교 진로교육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고찰

1.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가.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현황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 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내용 요소는 

부족한 편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고, 

중학교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일부 제시되었으며,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교

육과정에서 몇 가지 선택 과목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되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보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나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비즈쿨(Bizcool)1) 사업2),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청소년 기업 

체험교육 교육프로그램 YEEP(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3), 그리고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과 ‘Wi-Fi 창업과 진로 프로그램’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과 프로그램들

이 학교 진로교육 차원에서 진로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 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1) 비즈쿨(Bizcool) : Business + School 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2) 창업진흥원(http://www.kised.or.kr/bus/edu1.asp)에서 2016. 9. 19 인출
3) 김승보 외(2015), 기업가정신 학교에 가다 :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 고등학교용,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교육부 교안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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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진로교육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적용

  학교 진로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 교사와 학교장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가 학생의 창

의적 진로개발 역량 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상황 변화에서도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해나가고 창의적으로 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2. 단위학교에서 운영되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소개 

  단위학교에서 운영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씽킹 

미니 해커톤, 디자인씽킹 캠프, 앙트십, 유스벤처 등이다. 

  ‘디자인씽킹’은 인간을 관찰하고 공감하여 소비자를 이해한 뒤, 다양한 대안을 찾는 확산적 

사고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의 방법을 찾는 수렴적 사고의 반복을 통하여 혁신적 결과를 내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4) 

3. 단위학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고(일반고)에서 운영했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은 진로교육 관점에서 접근하여 

운영하였다.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먼저 자아 존중감을 높힐 수 있도록 ‘세 잎 클로버프로젝트’

에 투입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스스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하도록 작은 성공(small success)

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한 적정기술캠프는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약 2~3개월 

정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사전 교육을 통하여 팀별 활동 방법을 익히고 팀 빌딩을 한 뒤, 

약 2주 동안 USER를 찾아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USER의 문제를 진짜 해결 가치가 

있는 문제인지를 정의하여 해결 할 문제의 주제를 발표한다. 그 후 약 5주 동안 정해진 주제를 

변경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찾는다. 

  이 활동은 2016년 연구자가 부임한 △△고등학교(특성화고)에서 ‘디자인씽킹 - 캐릭터 만들기’프로

그램으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주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다음 단계로 진행한 ‘앙트십’은 본격적인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으로 □□고(일반고)에서 운영했던 그대로 2016년 △△고등학교(특성화고)에서

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1년 동안의 진로교육의 마무리로 전체 학생들은 ‘진로로드맵’ 만들기를 하고, 

희망 학생들은 ‘미래 자서전쓰기’를 하였다. 미래자서전 쓰기는 85세가 되어 임종 직전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동안 살아온 삶을 상상하여 쓰는 자서전이다.  

4) http://story.pxd.co.kr/585, 2016. 9. 19 최종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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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고등학교 진로교육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한 결과를 통하여 진로교

육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 한 ‘디자인씽킹’, ‘해커톤’, ‘앙트

십’, ‘유스벤처’ 등의 활동은 학생들의 기업가적 태도(attitude)를 마인드 셋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고, 학생들이 삶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 중심의 이러한 프로젝트형 학습 모형은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구현하며 피드백을 통해 계속 발전 시켜 나가는 연습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실패

와 작은 성공을 반복하게 함으로서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활동 후 소감들을 살펴보면 단위 학교에서 운영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들이 학생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게 하였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협업, 의사소통, 의견 수용, 아이디어 내기 ,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극복 등의 기업가적 

자질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진로와 직업」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하고, 진로전담 교사를 

잘 활용한다면 진로교육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고등학교 진로교육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2011년부터 전국의 각 고등학교에 진로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이미 이러한 취지의 활동 

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로진학상담 교사를 잘 활용한다면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진로진학상담 교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진로교육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하기 위해서는 진로전담 교사 대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연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급별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구성·운영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기업체험 활동을 위해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강화

가 필요하다. 

  넷째, 고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성인이 되었을 때 창업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하려

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지만, 창업에 실패를 해도 다시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필요하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창업교육의 효과는 



고등학교 진로교육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방안 ● 321

더욱 시너지를 낼 것이다. 우리나라는 창업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통하여 창업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일종의 ‘창업교육생태계’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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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제4차 산업혁명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간과 사물의 데이터가 수집·축적·활

용되는 만물초지능 통신혁명이며, 이를 기반으로 인류의 생활 방식과 사회·경제의 운영 방식이 혁신

되는 거대한 변혁의 총체이다.”5)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의 룰은 페러다임이고 고정관념이다. 게임의 룰을 잘 익히고 익숙해지면 게임에서 이기기 쉬워진

다. 몇 번이고 연습해서 룰을 익히고, 익숙해진 그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고정관념을 잘 활용하

면 고민을 덜 하고 효과적으로 행동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여년 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뉴욕 시와 뉴욕 주에서 ‘올해의 교사상’을 세 번이나 받은 존 테일러는 학교교육이 틀에 맞춘 인간을 

찍어내고 있다고 획일화 된 학교교육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6) 미국의 학교 교육을 비판하며 쓴 글이지

만 우리의 교육현실과 비교해 볼 때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학교도 룰을 익히도록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해 왔기 때문이다. 

  유엔미래보고서 2025에서 미국 정부는 현존하는 직업의 80%가 10년 내에 사라지거나 진화할 것이

라고 발표한 바 있다.7) 또한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10년 후 일자리

의 60%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20년간의 변화는 역사상 가장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에 따르면 2011년에 입학한 어린이 중 60% 이상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직업 사이클이 가속화되는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주어진 업무를 ‘익숙한 게임의 룰’에 따라 수행

하는 수동적인 인력보다는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자신 뿐 아니라 사회전체를 이롭게 할 혁신적 아이디어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혁신하

기 위해서는 세상을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뿐 아니라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상황을 재구성하

여 서로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연결 할 줄 알아야 한다. 티나 실리그(2016)는 이러한 사람을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창조경제연구회의 이민화 이사장(2013)은 전 세계가 치열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경쟁에 돌입했

고,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통하여 도전적 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국가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창조경제 구현의 근본적인 동력은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청년들의 

5) 하원규, 최남희, 2015 제4차 산업혁명, ㈜콘텐츠하다.
6) John Taylor Gatto. 2014. 바보만들기, 민들레.
7) 박영숙 외. 2011. 유엔 미래보고서 2025, 교보문고.

1 서론



고등학교 진로교육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방안 ● 323

육성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육성체계의 혁신

을 제시했다. 또한 이민화 이사장은 선순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으로 초·중·고부터 의무 교육을 

실시할 경우 120조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8) 

  세계 각국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한국형 기업가정신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제도적인 정비와 사회경

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기업가정신과 관련하여 사회각층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창업하는 비중이 3배 이상 높으며 연평균 수입이 2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국을 포함한 EU는 2006년도 오슬로 아젠다에서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니라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므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조기교육 형태로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하나의 진로나 직업에 고착화되는 삶 보다

는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척하고 개발하여 끓임 없이 변화하는 

삶을 요구한다. 이를 반영하듯이 우리나라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진로개발역량

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배움을 즐기며 개인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9) 2015개

정 교육과정 중 진로와 직업과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기업가정신, 창업과 창직과 같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미래사회에서 변화하는 게임의 룰에 보다 빨리 적응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필요함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 알려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창업교육에만 편중된, 협의의 기업가정신이 아닌가 하

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을 위한 스킬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기회를 스스로 

모색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성취해가는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사연구회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연구 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가정신 함양 교육은 주로 ‘디자인씽킹’, ‘미니 해커톤’, ‘앙트십’ ‘유스벤처’등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프

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기업가적 태도(attitude)를 마인드 셋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가짐으로써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우리 미래 세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정리하고 기업가정

신 함양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기업가정신 이해정도’와 ‘기업가정신 수준 정도’가  어떠한 차이가 

8) http://kcern.org/portfolio-item/4/ 2016. 09. 17일 인출하여 재구성
9) 교육부(김진숙 외),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Ⅱ: 진로와 직업과 교육과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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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확인하여 학교 진로교육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문헌을 검토하고,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고등학교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자가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재직했던 수원시 소재 □□고(일반고)에서 2012년 ~ 2015년

에 실시 한 진로교육 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정리하고, 2016년 연구자의 

현 재직학교인  △△고(특성화고) 1, 2 학년 대상으로 적용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간단한 설문을 실시하여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업가정

신 함양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①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 정도, ② 기업가정신 수준, ③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후 스스로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함양 정도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비교한다. 교육의 효과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영역에 해당되므로 실증분석을 하여 가설을 검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점은 연구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학자들이 연구과제로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28년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관적인 통찰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1989년 9월부터 학생

지도를 해 왔으며 2011년 진로진학상담으로 교과를 변경하여 2011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등학

교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주 1시간의 진로활동을 지도하여 

학생들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

하는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학생들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활동 

후 소감문을 기록하게 하여 연구자의 통찰에 의한 시사점을 도출 할 것이다.

  다만,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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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가정신

가. 기업가정신의 정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의 수행

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10)이다. 기업가정신의 의미는 국가의 상황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게 마련이므로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떤 시대

와 상황에서라도 기업가라면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마인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에서 

기업가정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업이란 이윤 창출을 목적

으로 운용하는 조직이므로 생존을 위해서는 이윤을 창출해야 하며 동시에 그 이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Schumpeter(1934)는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것을 하거나 기존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생산 방법과 새로운 상품 개발을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혁신자”로 보았다.11) 1933년 이전까지 기업가(entrepreneur)는  단지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슘페터 이후에 기업가(entrepreneur)는 혁신가(innovator)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기업가가 ‘새롭고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이해되면서 기업가정신은 진보

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총칭하는 말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Gartner(1985)는 “기업가정신이란 새

로운 조직의 창조”라고 정의하였고,  Drucker(1985)는 ‘기업가정신은 위험을 감수하고 포착한 새로

운 기회를 사업하는 모험과 도전정신’이며, ‘기존의 자원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

는 혁신을 통해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잠재력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Drucker는 기업가정신을 조직과 사회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능력은 

개개인의 선천적 기질이 아니라 ‘행동양식’으로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여보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

제해결과 기회에 도전하며,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인식 및 태도, 실천

적 역량을 말하며 기회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자 접근 방법이다. <표 1>는 기업가정

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 한 것이다. 

10) 출처: 두산 백과
11)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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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개념 정리

Schumpeter(1936) 새로운 것을 하거나 기존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

Miller(1983)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으로 자원의 재분배하거나 재결합 
하는 행동

Drucker(1985)
기존의 자원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혁신을 통해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잠재력에 변화를 일으키려는 원동력

Gartner(1985) 새로운 조직의 창조

Kao(1995)
사업기회의 인지, 위험 부담의 적절한 관리, 적절한 자원동원의 기준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

Dollinger(1995) 위험과 불확실성의 조건 하에서 수익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경제조직의 창출

송정현(2010)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위해 혁신적
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다.

이상석, 고인곤(2006)
자원의 제약과 위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경영혁신을 통해서 새로
운 사업을 일으키는 사업가의 의지 

베종태, 차민석(200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 
방식 및 행동 양식

<표 1>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리

출처 : 윤백중(2011) 재구성12)

 

나.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

  기업가정신을 이루는 핵심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대부분 학자들이 보는 기업

가정신의 구성요소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임을 알 수 있다. 

연구자 구성요소

Knight(1921) 위험감수성, 혁신성

Schumpeter(1936) 혁신성

Miller(1983)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

Drucker(1985) 혁신성

Gartner(1985) 혁신성

Stevenson et al(1989) 진취성 

Hisrich(1992) 위험감수성, 혁신성

Dollinger(1995) 혁신성, 위험감수성

Barson & Shane(2005) 혁신성, 진취성 

<표 2>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출처 : 정희재(2011), 한승규(2016) : 재인용하여 재구성 

12) 윤백중(2011),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고등학교 진로교육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방안 ● 327

1) 혁신성

  혁신성은 Schumpeter(1934)가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창업가정

신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Schumpeter(1934)는 혁신성을 ‘일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물적 

요소와 힘을 새롭게 결합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발현된다고 하였다. 

Drucker(1985)는 혁신성을 창업가의 특별한 도구로 인식하였고, 서로 다른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기회로서 변화를 탐구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2) 위험 감수성

  위험 감수성은 가장 오래 전부터 기업가정신의 핵심적 요소로 알려져 왔다. 위험 감수성과 관련지어 

200여년 전에 이미 기업가를 자신의 자본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무역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을 ‘불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여 불확실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

담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13) Sexton(1986)은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려는 의지의 정도로 위험에 무관심하고 위험을 즐기는 정도를 말한다.

3) 진취성

  Lumpkin & dess(1996)는 진취성을 시장 내 경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경쟁의지와 우월한 성과를 

산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거나, 시장 내 지위를 바꾸기 위해 경쟁자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수준

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또한 강병오(2011)는 진취성을 기업이 남들보다 가장 먼저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를 도입하고 가장 신속하게 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여 

미래의 수요에 대처하고 신제품 혹은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2.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가.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

  한정희와 김정호(2013)의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사 결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14) 에서는 “기업

가정신 함양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목표지향성이 자신감과 성취 욕구에 영향을 주고,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형태가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반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형태가 창업에 대한 성취 욕구 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 한다는 것”과 “성취동기가 창업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자신감이 성취동기와 창업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15)에 대한 홍효석과 설병문 (2013)의 연구

13) 강병오, 이정희, 김진수(2009), “프렌차이즈 사업의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한 프렌차이즈 산업 유성정책 방안”, 
유통연구, 제14권 제5호, 153 ~ 179

14) 한정희, 김정호 (2013). 기업가정신교육과 창업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6(6), 2777-2797.
15) 홍효석, 설병문 (2013).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이 청년창업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8(2), 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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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청년창업인재양성의 핵심수단인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의 역할과 의미를 알기위하여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창업인식에 대한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에 의하면,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경험을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는 창업계획수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두 가지에서 동일하게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창업계획수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귀분석결과에서 창업교육은 창업동

아리와 달리 창업계획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오해섭 외(2014)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16)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관련교육 참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교사대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연수 확대가 필요하다. 

  일곱째, 학교 급별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구성·운영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문화가치 및 셀프리더십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 시사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 마인드 셋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창업의사결정력에

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창업의사결정력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담당 할 수 있는 교사 연수의 확대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창업교육은 창업동아리와 같은 자율

적 활동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오해섭, 맹영임, 문호영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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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1) 유럽

(가) 오슬로 아젠다(The oslo Agenda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Europe)

  2006년 오슬로 아젠다에서 초ㆍ중ㆍ고교부터 기업가정신 의무교육을 권고한 이후 세계는 지금, 

기업가정신 의무교육의 열풍이 한창이다. 오슬로 어젠다에서는 ‘교육과 학습을 통한 기업가정신 진흥’

이라는 학술대회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과 실천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안했다. 유럽위원회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위한 지원정책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시한 영역과 내용은 각 국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과 내용뿐만 아니라,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17)

  유럽위원회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의 영역과 내용은 정책개발, 교육 시스템 

구축, 교사 지원, 학교에서의 기업 활동, 현장과의 연계구축,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정 개발을 체계화 할 수 있는 틀로서 다음 <표 3>와 같다.18)

17) 오해섭, 맹영임(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87-8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영역 내용

정책개발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정치적 지원 강조
(리스본 조약 실행 차원에서도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정치적 지원이 필요함)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리스본 조약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에 포함
· 국가 수준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정책 개발 및 실시
· 유럽연합 수준과 국가적인 수준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관할 할 수 있는 기구 설치
· 유럽연합 회원국 내 전역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블로냐 프로세스 치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실시
· 유럽 펀딩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증대
·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평가제도 구축

교육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과 활동 개발
·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강조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해 유럽위원회의 교육과정 개혁에의 지원

(리스본 조약의 고등교육 체제 통합과 같은 맥락)
· 실천, 실습 중심의 교육방법 개발 지원
· 민간 기금 활용과 시범 사업 실시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재정 확충과 증대
· 대학에 관련 연구소 설립 지원
· 유럽연합 내의 회원국 간의 연계와 교류를 위한 통로 구축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지원

교사 지원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담당 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인텐티브 제공
·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교사 양성, 훈련 프로그램 개발
· 교사들 간의 교류 지원 확대

<표 3>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오슬로 아젠다 영역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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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차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19) YES

  YES(Youth Entrepreneurship Strategies) 프로젝트는 차세대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게 하여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

트는 교육제도 안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창업가로서의 

삶에 도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총 6개의 국가에 8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관련 파트너십 

협회를 설치하여 우수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며 교육제도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도 한다.

2) 미국 

  미국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특히 혁신 기술형 창업에 초점을 두고 혁신적이고 원천적인 기술이 

상업화되기 위한 과정에서의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사업계획서나 사업 아이

18) European Commission(2006: 86-92), 오해섭, 맹영임(2014: 87-88)재인용. 

19) 박선영(2014), 유럽의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지원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영역 내용

학교에서의 기업 
활동

·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행동요소들을 포함한 활동(호기심, 창의성, 자율성, 주도성, 연대의식)
· 초등학교 교육부터 사회 내 기업과 기업가들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 개발
· 청소년과 청년의 성공 기업가 사례 소개
·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혁신적인 교수법 개발
· 기업활동 프로그램 평가로 기업가 역량 측정 활동
· 기업활동 중 실제 기업과 기업가와 만날 수 있는 활동 구성
· 기업활동 관련 동아리나 모임 지원
· 학교 졸업생이나 동문 중에 기업가를 찾아 연계
· 위기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소외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나 집중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제공
· 고등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학위과정이나 교과목과 연계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필요
· 고등교육과정, 특히 대학에서는 실제 기업을 만들고 경영하는 프로젝트 시도
· 대학생의 성공 사례 소개 및 보급
·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와 학위프로그램 제공(석, 박사 과정)
·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자신의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활동 평가제도 도입

현장과의 연계구축

·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학습공동체 구축 지원
· 기업가들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 구축
· 기존의 기업들의 학교 교육과정 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참여 및 모니터링
· 고용인들이 효과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개발과 참여지원
· 기업가들에게 교수법 개발 기회 제공
· 기업가정신이 특성화 학교, 대학 양성
·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실제 기업 활동에 도전 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위해 지역별 지원 센터 설립

의사소통 활동
· 유럽연합과 국가 수준에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포상
· 국가별 혹은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잘 된 프로그램 포상 및 우수 프로그램 선정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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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경진대회 등 정기적인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성공한 기업가들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경영자의 현장감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부터 

기업가정신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매우 활발하다. 

이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국가의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

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요 방안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20)

(가) 카우프만재단(Kauffman Foundation)21)

  카우프만재단은 청소년, 대학생, 성인, 여성 및 소수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프로그램으로는 Mini-Society 

(8-12세), Making a Job(중학생), EntrePreb(고등학생) 등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 월트 디즈니(Walt Disney)사와 공동으로 제작한 ‘Hot Shot Business’

라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 사이트는 매년 2,000만 명 정도가 가상공간에서 창업하고 기업을 경영

하는 경험을 한다.

(나) JA(Junior Achievement)22)

  JA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JA에서 운영하는 고등학생 대상의 JA 

Company Program은 학생들이 하나의 회사를 조직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상품을 생산하

고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경영의 전 과정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실제적인 비즈니스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50분 수업 기준으로 총 10단원, 20차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는 

JA Company Program의 단원별 주제이다.

단원 주제

1 운영 지침 전달

2 기업과 창업아이템

3 기업의 조직

4 마케팅과 마케팅 계획 수립

5 생산 및 생산 계획, 인사관리 계획 수립

6 재무 계획

7 사업계획서 완료와 승인, 생산 계획

8 생산 체험 및 판매활동 계획

9 사업 청산 학습

10 투자 설명회

<표 4> JA Company Program 단원별 주제

20) 서옥란(2016), 창업가정신 함양이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
21) 창업진흥원(2009),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5개년 계획
22) http://www.jakorea.org/ 에서 2016. 9.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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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유럽과 미국에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혁신하고, 혁신 교육의 핵심으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강조 할 뿐 아니라 학교 밖에

서도 이를 지원 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우리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발굴하여 한국형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1.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가.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현황

1)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현황

  강경균 외(2015) 연구에서는  2015개정 교육과정 안에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관련 내용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을 주요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일부 제시되고 있으며, ‘ 

올바른 기업가정신 태도 함양’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

정에서는 성격,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등에 제시되며,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과목으로 ‘창의・경영’ 과목, 교양교과에서 ‘실용경제’,‘진로와 직업’ 과목, 전문교과로써 ‘성공적

인 직업생활’,‘상업경제’,‘유통일반’,‘창업일반’ 등에서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23)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직업교육과정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기업가정신을 

포함하지만, 일반고의 교육과정 안에서는 극히 일부에서만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안에서 도전정신, 주도력, 자기주도성, 리더십, 창의성 등 세부적인 항목들은 

이미 교육과정의 여러 가지 성취 목표들에 포함되어 있다.

 

2)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과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기업가정신의 진로교육 반영 여부를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2015)에서 파악해 보면, 직접

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그리 많지 않지만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의 세부목표와 성취기준에 일부 

목표 및 성취기준으로 기업가 정신 및 창업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로교

23) 강경균 외, 2015:31-34 재인용.

3 고등학교 진로교육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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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가 학생의 창의적인 진로역량 개발을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진취성, 자기주도성, 의사결정력 등 각종 세부 관련 역량 요소들이 길러질 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가 정신의 세부 구성 요소들과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서 기업가 정신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대영역 중영역 기업가정신 반영 내용

Ⅰ.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 기업가정신의 세부 요소들 중에서 일부 반영

Ⅱ.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변화하는 
직업세계 영역

[중학교 세부목표]
창업과 창직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련 모의 활동을 해본다.
[일반고등학교 세부목표] 
창업과 창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관련 계획을 세워본다. 
- 성취기준 3개 반영
[특성화고등학교 세부목표] 
창업과 창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련 계획을 세워본다. 
- 성취기준 3개 반영

Ⅲ. 진로탐색 - 기업가정신의 세부 요소들 중에서 일부 반영

Ⅳ. 진로 디자인과 준비 - 기업가정신의 세부 요소들 중에서 일부 반영

<표 5>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기업가정신 반영 내용

자료 : 한국진로교육학회(2016).제42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발표자: 장현진).재인용

‣ 시사점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 된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내용 요소는 부족

한 편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고, 중학교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일부 제시되었으며,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서 몇 가지 

선택 과목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되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

준을 보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나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위한 정책 사업 및 프로그램

1) 비즈쿨(Bizcool)24) 사업25)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는 비즈쿨(Bizcool)은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다. 비즈쿨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창업(체험)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도전정신, 창의력을 함양

하고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열정·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24) 비즈쿨(Bizcool) : Business + School 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25) 창업진흥원(http://www.kised.or.kr/bus/edu1.asp)에서 2016. 9. 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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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14개교로 시작한 비즈쿨(Bizcool)은 2015년 일반지정학교 80개교, 자유학기제 지정학

교 150개교로 총 230개교가 비즈쿨(Bizcool) 지정승인을 받았다. 2016년 지원규모는 전국 448개교 

중 고등학교는 215개교 이다. 지원내용은 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②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③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 연수 등이다. 해당 사업의 

대략적인 교육 내용은 <표 6> 과 같다.26) 

교육형태
실시사항

(‘창업도전’ 등급 학교는 담담기관 협의 하에 조정가능)

이론
교육

- 전교생 10% 참여, 연간 34차시 이상
- 정규교과, 창의적 재량활동, 방과후 교육활동 등 자유편성 운영

체험
활동

- 교내외 행사 포함 연간 3회 이상
  (필수실시) 전담기관 주최 비즈쿨(Bizcool)캠프, 전담기관 체험활동
  성과활동, 교내 비즈쿨(Bizcool)체험활동
- 외부강사특강 연간 2회 이상/
  비즈쿨(Bizcool)학교 성공 선배 특강, 창업전문가 초청 특강(교육),
  명강사(외부강사) 특강, Yes Leaders 기업가정신 특강
- 창업동아리 3개 이상 필수 조직, 운영

<표 6>비즈쿨(Bizcool)사업의 교육운영

  비즈쿨(Bizcool) 교과서 중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정신’의 교과교육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고등 비즈쿨(Bizcool) 교과교육내용 – 기업가정신: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정신

26) 창업넷(2014),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운영지침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1단원
기업의 기초

1장
기업의 경영과 경영자

- 경영과 경영자의 기본개념
- 기업경영과 관리

2장
기업경영자의 역할과 조건

- 경영자의 역할과 능력
- 경영자의 임무와 조건

3장
기업의 경영환경

- 기업의 경영환경변화
- 경영환경과 기업

2단원
기업가정신의
이해

1장
기업가의 이해

- 기업가와 기업가정신
- 기업가의 특성과 자질

2장
기업활동과 기업가정신

- 기업의 성장과 소멸
- 사업기회와 포착 및 활용

3장
기업가정신의 유형과 핵심요소

- 기업가정신의 유형
- 기업가정신의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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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등학교 비즈쿨(Bizcool)교과서

     

2) 청소년 기업가 체험 교육 프로그램 ‘YEEP(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27)

  YEEP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청소년 기업 체험교육 사업으로 가장 

바람직한 진로는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라는 기치 아래, 2015년에 210개 학교(중학교 120교, 일반

고 54교, 특성화고 33교, 마이스터고 3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됐으며, 2016년에는 500개교의 

2,500개 동아리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국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도입과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해 학생들은 또래들과 함께 창업, 또는 기업운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YEEP은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키워주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창업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진로경로를 이해하며, 이를 

설계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해 토론과 소통, 때때로 실패

를 통해 배운다. 교단에서 수업하는 일상적인 교과목과 달리, YEEP의 지도교사는 학생들 조력자 

역할로 물러선다. YEEP의 교육과정은 크게 ‘또래 퍼실리테이션’, ‘청소년 기업가체험’, 그리고 ‘가상 

학생기업 설립 및 활동’ 순으로 진행된다. 전통적 진로 개발 모형과 비교하여 창의적 진로 개발의 

27) 김승보 외(2015), 기업가정신 학교에 가다 :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 고등학교용,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교육부 교안에서 재구성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3단원
기업가정신의
실천

1장
창의성 개발과 혁신의 실천

- 창의성 개발
- 혁신의 실천

2장
진취적 자세와 도전 정신의 실천

- 진취성의 이해
- 도전정신의 실천

3장
위험감수와 위기관리의 실천

- 위험감수
- 위기관리

4장
공감과 자율성 부여의 실천

- 공감
- 자율성의 실천

4단원
기업가의
경영활동

1장
기업가의 경영전략

- 전략의 개념과 전략 수립절차
- 경영전략과 사례분석

2장
기업가의 리더십

- 조직
- 기업가의 리더십

3장
기업가의 경영관리활동

- 기업가가 알아야 할 인적자원관리
- 기업가가 알아야 할 마케팅과 생산관리
- 기업가가 알아야 할 재무관리

5단원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1장
기업 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윤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2장
기업 윤리의 실천

- 기업윤리와 윤리경영
- 기업윤리경영의 실천

3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실천효과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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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소는 창의성과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역동적이고 비정형적이며 이질적인 직업세계에 유연하고 

대안적인, 다원적/다층적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적 진로개발의 

핵심요소는 창의성과 함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것을 만들

어내고 혁신할 수 있는,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면 이러한 창의적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YEEP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진로 개발 모형은 창의성과 혁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기업가 정신을 길러 줌으로써 다양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는 대인관계와 자기 

관리역량 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진로 교육 방법은 토론에 기반한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

으로 진행하며 고등학교 고교연계형,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과정 중 블록타임(융

합수업)에 적합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을 위한 워크북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음<표 8>는 YEEP의 고등학교 교육내용이다.

단원 모듈 수업명
진로교육 성취지표

일반고 특성화고

I. 오리엔테이션 m➊ 오리엔테이션
01 YEEP 체계의 이해 GHⅡ1.1.1 SHⅡ1.1.1

02 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GHⅡ1.1.4 SHⅡ1.1.4

Ⅱ. 소통의 기술 m➊ 소통의 기술

01 세련된 발표 GHⅠ2.2.1 SHⅠ2.2.1

02 좋은 경청 GHⅠ2.1.2 SHⅠ2.1.3

03 매력적인 중재 GHⅠ2.2.1 SHⅠ2.2.1 

Ⅲ. 청소년 기업가체험_
창업 입문

m➊ 창업 입문
01 친구 능력 찾아주기 GHⅠ1.2.1 SHⅠ1.2.1

02 자신에 맞는 역할 모델 찾기 GHⅠ1.2.2 SHⅠ1.2.1

Ⅳ. 청소년 기업가체험_
사업 계획 체험

m➊ 창업 아이템 선정

01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구상 GHⅢ2.1.1  SHⅢ 2.1.1

02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발표 GHⅢ2.1.1 SHⅢ 2.1.1

03 창업 아이템 선정 기준 토론 GHⅢ2.1.2 SHⅢ 2.1.1

04 창업 아이템 최종 선정 GHⅡ1.1.4 SHⅡ 1.1.4

m➋ 이름 짓기 전략 01 회사 이름 정하기 GHⅢ2.1.1 SHⅢ 2.1.1

02 제품 이름 정하기 GHⅡ1.1.1 SHⅡ 1.1.1

m➌ 비전, 전략 수립
01 비전(Vision) 토론 및 비전문 작성 GHⅣ1.1.1 SHⅣ 1.1.1

02 과제(전략) 토론 및 전략문 작성 GHⅣ1.2.2 SHⅣ 1.2.2

m➍ 홍보 마케팅 01 마케팅 계획 수립 GHⅡ1.1.3 SHⅡ 1.1.3

02 홍보 컨텐츠 작성 실습 GHⅡ2.2.1 SHⅡ 2.2.1

m➎ 홍보물 제작하기
01 광고 제작 1. 포스터 만들기 GHⅠ2.1.2  SHⅠ 2.1.2

02 광고 제작 2. CF 기획하기 GHⅡ2.2.1 SHⅡ 2.2.1

03 광고 제작 3. CF 제작하기 GHⅡ2.2.1 SHⅡ 2.2.1

m➏ 사회공헌사업 
디자인하기

01 사회공헌사업 디자인하기 GHⅡ2.1.1 SHⅡ 2.1.1

02 사회공헌사업 디자인하기 GHⅡ2.1.1 SHⅡ 2.1.1

<표 8> 고등 YEEP 수업 목차 (7단원, 15개 모듈, 34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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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차시는 45분으로 구성

3)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과 ‘Wi-Fi 창업과 진로 프로그램’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은 2011년부터 학교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학교 내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다. <표 9>는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정리 한 것이다.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토대로 한 활동중심의 ‘창의적 진로개발’교재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성한 ‘스마트 북’, 학생들의 현장체험을 지원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별

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진로상담’의 네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SC+EP내의 심화버전으

로 ‘연극을 위한 꿈 찾기’와 ‘Wi-Fi 창업과 진로’프로그램이 추가로 개발되어 있다.(커리어넷, 2016)

구성 내용

창의적 진로개발
활동 중심 프로그램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따른 메인 프로그램
- SC+EP의 기본이 되는 진로교육 활동으로 구성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스마트 패드용 프로그램

연극을 통한 꿈 찾기
활동 중심 프로그램
- SC+EP의 심화버전 추가 프로그램
연극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활동으로 구성

Wi-Fi 창업과 진로
활동 중심 프로그램
- SC+EP의 심화버전 추가 프로그램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관한 활동으로 구성

자유학기제 지원
활동 중심 프로그램
- SC+EP의 자유학기제 단축본

<표 9>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출처 : 커리어넷(2016). SC+EP 창의적 진로개발. 

단원 모듈 수업명
진로교육 성취지표

일반고 특성화고

V. 학생 가상기업 설립

m➊ 투자 유치 준비
01 회사 소개서 작성하기 GHⅡ2.2.1 SHⅡ 2.2.1

02 제품 소개서 작성하기 GHⅡ1.1.2 SHⅡ 1.1.2

m➋ 투자 유치하기
01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GHⅡ1.1.3 SHⅡ 1.1.3

02 투자설명회 개최하기 GHⅣ1.1.1 SHⅣ 1.1.1

m➌ 주주총회 개최
01 주주총회 입문 및 준비 GHⅣ2.1.1 SHⅣ 2.1.1

02 모의 주주총회 GHⅣ2.1.1 SHⅣ 2.1.1

Ⅵ. 학생 가상기업 활동

m➊ 시제품 생산
01 시제품 생산 체험 1 GHⅡ2.3.2 SHⅡ 2.3.1

02 시제품 생산 체험 2 GHⅡ2.2.1 SHⅡ 2.2.1

m➋ 협조 기업 찾기
01 제안서 작성하기 GHⅢ2.1.1 SHⅢ 2.1.1

02 MOU 작성하기 GHⅢ2.1.2 SHⅢ 2.1.2

Ⅶ. 창업 경진대회
m➊ 학교별 창업 

경진대회
01 학교별 경진대회 GHⅣ2.1.1 SHⅣ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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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Wi-Fi 창업과 진로’프로그램은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이다. 

Wi-Fi는 World icon Find Idea의 약자로 기업가정신에 기초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질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내면, 혹은 우리 마을 더 나아가 전 지구적인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진로교육이 학생이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업

가정신에서 담고 있는 역량과 정신을 진로교육에서 함양하여 적용할 필요성에 따라 개발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가 모의 창업 활동을 통해 창업가 정신 (기업가정신)을 함양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리어넷, 2016;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 시사점 

  이러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학교 진로교육 차원에서 진로전담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 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 학교 진로교육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적용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는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어떻게 교육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진정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견한 문제를 

자신 뿐 아니라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결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진로교육의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진로교육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포함한다는 것은 진로교육의 범위를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

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 때의 일시적인 유행과 같은 활동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

는 너무 창업이라는 관점으로 쏠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관점에

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모습으로 학교 교육에 정착되어야 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목소리, 그리고 사회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미래 인재가 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현진 연구원(2016)28)은 학교 진로교육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적용하

기 위한 실천 과제를 8가지 제시했다. 

28) 제 42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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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의식 제고, 

  ② 교육과정 및 성취목표에 기업가정신 요소 반영 확대, 

  ③ 진로교육 내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 

  ④ 학생 발달단계 및 학교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강화, 

  ⑤ 진로전담교사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역량 제고, 

  ⑥ 교과연계(융합) 및 교사 협업 증진, 

  ⑦ 학교 내 공간 및 시설 개선, 

  ⑧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강경균(2016)29)은 유럽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정을 실

행하기 위한 세부 목표 내용을 살펴보면 , 진로교육과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소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표 10 >는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세부 

목표(EC, 2012: 오해섭, 맹영임, 2014 재구성, 2016 강경균에서 재인용한 것을 재구성)와 「진로와 

직업」교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영역 세부 목표 내용 「진로와 직업」교과 관련

지식
직업세계와 직업의 기회
경제문제와 재정 문제

Ⅱ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1. 변화하는 직업세계이해

기능
의사소통, 프리젠테이션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탐구하고 실천함

Ⅰ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2.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태도
자기인식과 자신감
주도성, 위험 감수,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Ⅰ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1. 자아이해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표 10> EU가 제시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세부 목표

 

  교육부 문승태(2016)30)는 진로교육이 ‘꿈을 키워가는 교육’이라는 맥락과 기업가정신의 목표는 동

일한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핵심 키워드는 ‘창조’, ‘혁신’, ‘도전’으로 그 의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

며, 중학교 단계에서는 미래의 직업세계를 탐구하고 초기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심화

된 토론과 함께 다양한 현장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9) 제 42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2016) 
30)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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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학교 진로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진로진학상담 교사와 학교장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가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 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가 정신이 진로개발 역량 함양과 

많은 부분 공유되고 있다는 새로운 페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이 ‘창업’ 또는 ‘기업 

운영’이라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진로개발 역량  전반에 있어 중요한 핵심 역량 및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나 직업을 연결하려는 기존의 진로교육을 넘어 다각적

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상황 변화에서도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해나가고 

창의적으로 진로개발을 할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인재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2. 단위학교에서 운영되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소개 

가.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1) 디자인씽킹이란?

  혁신적인 디자인 회사로 손꼽히는 IDEO의 CEO인 팀 브라운은 디자인씽킹을 소비자들이 가치 있

게 평가하고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하여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방식을 이용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한다.31) 또한 로저 마틴

은 디자인씽킹이란 분석적 사고에 기반을 둔 논리와 직관적 사고에 근거한 창조성이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사고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32)  IDEO의 공동 CEO였던 톰 켈리는 

2012년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에 대한 관찰과 공감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창의적인 

발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인간중심의 사고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33)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디자인씽킹의 정의를 내려 본다면, ‘디자인씽킹이란? 인간을 관찰하고 

공감하여 소비자를 이해한 뒤, 다양한 대안을 찾는 확산적 사고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의 방법을 찾는 

수렴적 사고의 반복을 통하여 혁신적 결과를 내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34)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디자인씽킹의 과정은 <표 11>35)와 같다.

31) 팀브라운. 2010, 디자인에 집중하라, 김영사
32) 로저 마틴, 2009, 디자인씽킹, 웅진윙스
3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87162, 2015. 4. 5최종방문
34) http://story.pxd.co.kr/585, 2016. 9. 19 최종방문
35) REDlab(redlab.stanford.edu)에서 제작한 툴킷의 5단계 과정에 따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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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 내용

공감하기
‣ user에 대한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문제 발견
  - user분석하기
  - 감정지도 그리기

문제정의하기
‣ user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정의
  - 감정지도 그리기
  - 관점 서술문 작성하기

아이디어 만들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회의
  - 브레인스토밍
  - 브레인라이팅

프로토타입 만들기 ‣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테스트하기 ‣ 프로토타입에 대한 테스트 및 user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물 수정 및 보완 

<표 11> 디자인씽킹 활동 단계와 내용

출처 : REDlab(redlab.stanford.edu)

2) 디자인씽킹 미니 해커톤

  디자인씽킹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익혀야 한다. 앞의 <표 

11>의 과정을 6시간에 걸쳐 빠르게 경험하면서 디자인씽킹의 전 과정을 학습하도록 설계하였다. 디자

인씽킹의 전 과정을 빠르게 익히기 위하여 주로 ‘물절약’이나 ‘ 가방의 불편함 개선’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공감 할 수 있는 문제를 주제로 하여 ‘짝을 위한 문제 해결 과정’과 ‘팀(3~4인)이 가상의 유저 

페르소나를 위한 문제 해결 과정’을 익히도록 한다. <표 12> 디자인씽킹 미니 해커톤 활동 단계와 

내용이다. 

단계 활동 내용

1차시 오리엔테이션 ‣ 해커톤 진행과정 및 디자인씽킹의 이론 설명

2차시 공감하기
‣ ‘가방’, ‘물 절약’ 등과 같은 주제를 정하여 페르소나(user)에 대한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문제 발견

3차시 문제정의하기 ‣ 페르소나(user)의 니즈를 발견하여, 짝의 문제를 정의

4차시 아이디어 만들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내기

5차시 프로토타입 만들기 ‣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여 짝을 위한 선물 만들기

6차시 테스트하기 ‣ 페르소나에게 피드백 받기

<표 12> 디자인씽킹 미니 해커톤 활동 단계와 내용 

나. 앙트십 

  ‘앙트십’은 oec의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함양 교육 프로그램이다. <표 13>은 ‘앙트십’교육과정이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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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제

기업가정신 이해

1강(2시간) 세상의 변화와 앙트십

2강(2시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3강(2시간)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창업가

2. 앙트십 실천하기

4강(2시간) 문제해결학습 - 만원 프로젝트

5강(2시간) 미니 컴퍼니 창업 워크숍

6강(2시간) 미니 컴퍼니 창업 워크숍

3. 프로젝트 수행

7강(2시간) 문제 발견하기

8강(2시간) 해결 방법 찾기

9강(2시간) 해결 모델 만들기

10강(2시간) 해결 모델 테스트 하기

4. 회고
11강(2시간) 회고하여 나를 이해하기

12강(2시간) 창업가적 진로탐색

<표 13> ‘앙트십’ 교육 내용

다. 유스벤처 

  아쇼카(ashoka) 재단37) 은 누구라도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복잡

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두가 체인지메이커(Everyone A Changemaker)’인 세상을 만드는 것을 비

전으로 한다. 아쇼카가 제공하는 유스 벤처 (Youth Venture)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스스

로 팀을 구성하고 아이디어를 내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리더십, 팀워크, 공감능력, 

기업가적 자질 등 체인지메이커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연마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스벤처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표 14>와 같다.38)

단계 활동 내용 품어야 할 질문

문제 발견
하기

- 나로부터 시작되는 문제발견하기
- 문제 들여다보기
문제 알리고 공감받기

내가 발견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솔루션 
찾기

- 문제해결 방법 찾기
지속가능한 모델 찾기
실행 가능한 ‘SMART’ 목표 세우기

내가 찾은 문제는 진짜 해결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우리 팀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찾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솔루션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행동
하기

- 두려움 극복하기
자원 확보하기
실행 해보기

행동하지 못하게 나를 막고 있는 벽은 무엇인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나에게 필요한 자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일단 한번 실행해보자!

퍼뜨
리기

- 스토리텔링하기
체인지메이커 문화만들기(공유회)
모두가 체인지메이커

이 과정을 통해 발견한 나만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다른 친구의 이야기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웠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게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표 14> 유스벤처 활동을 위한 청소년 체인지메이커의 로드맵

36) http://entship.kr/ 에서 2016. 9.20 인출
37) http://korea.ashoka.org/ 에서 2016. 9.19 인출
38) 아쇼카(2016), 청소년체인지메이커들의 모험을 위한 가이드북,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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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학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

가. □□고(일반고) 운영 사례(2013년 ~ 2015년)

  □□고(일반고)에서 운영했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은 진로교육 관점에서 접근하여 운영

하였다. 1년 동안 운영되는 진로교육의 큰 틀은 <표 15>와 같다. 

프로그램 

종류 및 목적

세 잎 클로버 프로젝트 디자인씽킹(적정기술) 앙트십 미래 자서전쓰기

자아 존중감 향상 문제해결능력 향상 기업가정신 함양 진로개발역량 강화

자존감 
낮은 학생

○ × × ×

자존감 
높은 학생

× ○ ○ ○

운영 시기
1학기 초
(3월~4월)

1학기
(6월~8월)

2학기
(9월~12월)

2학기 말
(12월~다음해 2월))

운영 목적
작은 성공의 
경험을 제공

공감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력 강화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 함양 

창의적 진로개발

<표 15> □□고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먼저 자아 존중감을 높힐 수 있도록 ‘세 잎 클로버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세 잎 클로버 프로젝트는 총 17차시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스스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하도록 작은 성공

(small success)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 잎 클로버 프로젝트’ 교육과정은 <표 16>와 같다.

차시 활동내용 활동 시간 1일 캠프로 운영 

1 반갑다 친구야! 1 1

2 우리 모둠으로 콜 1 0

3 행복은 뭘까? 1 0

4 당당한 나 2 0

5 나는 내가 좋다 2 1

6 새로워지는 나 1 0

7 나의 일생 고공표 2 0

8 잃어버린 시간 찾기 1 0

9 나의 직업 가치관 1 0

10 나의 미래 미리보기 2 1

11 꿈 멜로디를 타고~ 1 1

12 더 나은 내일을 위해 2 2

계 17 6

<표 16> ‘세 잎 클로버 프로젝트’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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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한 적정기술캠프는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약 2~3개월 정도

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사전 교육을 통하여 팀별 활동 방법을 익히고 팀 빌딩을 한 뒤, 약 2주 

동안 USER를 찾아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USER의 문제를 진짜 해결 가치가 있는 문제인

지를 정의하여 해결 할 문제의 주제를 발표한다. 그 후 약 5주 동안 정해진 주제를 변경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찾는다. 교육과정은 <표 17>와 같다.

차시 활동내용 활동 시간 1일 캠프 운영 

1 적정기술과 인간중심 문제해결이란 무엇인가? 1 1

2 조 편성과 팀 활동(마시멜로우 챌린지) 1 1

3 나를 소개합니다. 1 0

4 함께 만드는 이야기 1 0

5 WHY를 이용하여 공감하기 1 1

6~7 디자인 사고 맛보기 ‘가방’ 2 3

8 모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1 0

9 팀이 해결 할 문제의 정의 - How Might We! 1 0

10 ~ 11
문제 해결 방법 익히기 
- WHY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2 0

12

문제 해결 사례 체험(선택)
- 알루미늄 호일 보트 만들기
- 교실의 가구 디자인하기
-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

1 0

계 12 6

<표 17> 적정기술 캠프 교육과정

   

  □□고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유현경, 문미경(2015)이 적정기술 7권 2호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구

성하여 소개한다. 적정기술미래포럼의 지원으로 제 3회 청소년 적정기술캠프를 □□고에서 진행 한 

과정은 REDlab(redlab.stanford.edu)에서 제작한 툴킷을 이용하였으며 3개월간 활동한 과정을 정

리하면 다음 <표 18>와 같다. 

• 자신의 user정하기

• user에 대한 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문제 발견(user분석하기, 감정지도 그리기 등)

• user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정의(감정지도 그리기, 관점 서술문 작성하기)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회의(브레인스토밍)

•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

• 프로토타입에 대한 테스트 및 user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물 수정 및 보완 

<표 18> 적정기술 캠프 활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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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활동의 결과 학생들은 추운 겨울에 장갑을 벗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만든 ‘스마트 장갑’, 

‘손을 사용하지 않고 열 수 있는 문’, ‘버스 사용 어플’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샴푸 통’, ‘휴대용 안경 

김서림 방지제’ 등 user의 블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었다. <그림 1>은 학생들이 

만든 프로토타입이다.

스마트 장갑 버스 사용 어플 절약형 샴푸통

<그림 1> 학생들이 만든 프로토타입

  이 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의 소감을 몇 가지 소개한다. 

라○○ 적정기술이라는 말을 듣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나 물품을 만들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고 우리가 활동해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 하나의 물품을 만드

는데 있어서 다양한 원리들이 집약되어서 들어간다는 점이 놀라웠다. 또한 머릿속에서 만 구

상했던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만드는 활동이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팀원들과 함께 상호

작용을 통해 활동 중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재밌었다. 마지막으로 나의 관점

에서만 보고 만드는 발명품이 아니라 상대방과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기술을 만드는 

점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분명 현재의 아이디어 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현하지 못해서 아쉬웠고 만일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였다면 어땠

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전○○ 이 캠프를 하기 전에 적정기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Q드럼이나 life straw 같이 개발도상국

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디자인 사고 5단계에 의해 우리 생활 속에서 

문제를 찾고 적정기술을 발명하는 과정 속 에서 적정기술이란 불편함이 있다면 어떤 나라에서

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허○○ 평소 문제를 찾을 때는 나를 중심으로 나의 불편함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

에서 공감하는 단계에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의 문제

를 찾아내는 과정이 마음에 들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으로 

문제를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황○○ 적정기술캠프에서 적정기술의 개념을 다시 배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적정기술을 제3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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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는 것도 ‘인간 

중심 기술’이라는 적정기술의 개념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정기술 캠프를 하면서 

불편한 점들은 있지만, 익숙해져 크게 고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던 것들도 조금 더 생각하고 

고쳐보면 편리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이 어렵지만 보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적정기술캠프를 하면서 적정기술에 관심이 많이 생겨 관련 도서들을 많이 읽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의 진로에도 영향을 주게 된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적정기술 캠프에 참여 한 학생들의 변화과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타인

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가며 이 때 교사나 자신보다 인지 수준이 약간 높은 동료가 

학습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따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즉흥적인 결정을 하였다. 적정기술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알게 된 내용을 적정

기술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학습의 내면화가 더 잘 일어나고 배움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 는 판단에서 였다. 2015년 

1월 24일, 31일 2일간 인근의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정기술과 디자인 사고를 알리기 위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4년 미국에서 design thinking과정을 학습한 Whitfield University의 학생

들이 중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Shoot for the Moon!‘이라는 주제로 design thinking과 STEM에 

대한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었다. 그 결과 가르치는 학생과 배우는 학생 모두 배움의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한다.39) 

  멘토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중학생들에게 적정기술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적정기술에 대해 

다시 공부를 하였고 멘토링 당일에는 큐드럼, 라이프스트로 등을 이용하는 것을 직접 보여 주기도 

했다. 또한 중학생들과 1:1로 짝을 지어 인터뷰하고 감정지도를 그리는 연습 등을 하였으며 중학생들

에게 일주일동안 생활 속에서 주변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통해 문제를 발견해 오는 것을 과제를 내주기

도 했다. 이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의 소감을 몇 가지 소개한다. 

 

멘토학생(고등학생)

라○○ 캠프에서 활동한 것을 중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시 공부해봄으로써 적정기술과 디자인 

사고의 과정을 더 확실하게 익힐 수 있었다.

노○○ 나의 지식을 통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장애인을 위한 적정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나의 꿈을 확실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멘티학생(중학생)

김○○ 언니, 오빠들이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쉽고 좋았다.

최○○ 가족들을 인터뷰하다보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김○○ 적정기술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 알게 됐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39) Carroll, Maureen P. Ph.D. (2014) “Shoot For The Moon! The Mentors and the Middle Schoolers 
Explore the Intersection of DesignThinking and STEM,” Journal of Pre-College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J-PEER): Vol. 4: Iss. 1, Arti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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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

정○○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러한 활동에 또 참여해 보고 싶다.

  이 활동은 2016년 연구자가 부임한 △△고등학교(특성화고)에서 ‘디자인씽킹 - 캐릭터 만들기’프로

그램으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주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음 단계로 진행한 ‘앙트십’은 본격적인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으로 2016년 △△고등학교(특성화

고)에서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 또한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1년 동안의 진로교육의 마무리로 전체 학생들은 ‘진로로드맵’ 만들기를 하고, 희망 학생들은 ‘미래 

자서전쓰기’를 하였다. 미래자서전 쓰기는 85세가 되어 임종 직전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동안 

살아온 삶을 상상하여 쓰는 자서전이다. 교육과정은 <표 19>와 같다.

차시 활동내용 활동 시간

1 왜? 미래자서전 쓰기 인가? 2

2 인생 설계도를 그려라! 2

3 미래 인생설계도, 연대표 만들기 2

4 제목과 목차 만들기 2

5 유아기 돌아보기 - 출생에서 초등학교 입학까지 1

6 유년기 돌아보기 - 초등학교 시절 2

7 소년기 돌아보기 - 중학교 시절 2

8 미래 자서전 쓰기를 위한 자료 탐색 및 수집 2

9 청소년기 - 고등학교 시절 2

10 청년기 – 20 ~35세 정도 2

11 중장년기 – 35 ~ 65세 정도 2

12 노년기 - 65세 이후 2

13 유서 쓰기와 묘비명 만들기 1

14 미래자서전 탈고하기 1

총 25시간

<표 19> 미래자서전 쓰기 교육과정

  <그림 2>는 미래자서전 출간 학생들의 북 콘서트 후 00일보에 기사화된 기념 촬영사진과 출간 

된 미래자서전 표지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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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래자서전 북 콘서트

▶ 시사점 

  진로교육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바라보면 대학이나 특성화고에서 이루지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좁

은 의미의 창업교육에 매몰되어 비즈니스모델과 사업계획서 작성에만 치우쳐있는 것에 안타까운 생각

이 든다. 티나 실리그(2016)는 기업가 정신이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만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타인도 이롭게 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만드는 것이 기업가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끝까지 

해 낼 수 있는 기개(grit)가 기업가정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하였다. 학생들에게 2~3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였다는 경험은 

자기효능감을 높힐 뿐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시킬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디자인씽킹이라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고, 협력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찾고 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꼈다. 

그리고 학생들은 디자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 발산과 수렴의 사고과정을 거치는 동안 머릿속에 떠도는 

막연한 생각들을 구체화하는 방법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것(do it)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하였다. 

나. △△고(특성화고) 운영 사례(2016년)

  연구자가 전재직교 □□고(일반고)에서 2012년 ~ 2015년 까지 운영했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현

재직교 △△고(특성화고)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한 결과를 분석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남학생 80명(37.9%), 여학생 131명(62.1%)로 성별 비율은 여학생이 

62.1%로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의 학년은 1학년이 128명(60.7%), 2학년이 

83명(39.3%)으로 1학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총 107명으로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92명(43.6%), 외부에

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받은 학생 60명(28.4%), 학교와 외부에서 모두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받은 학생 45명(21.3%)으로 분석되었다. 외부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주로 간부 수련회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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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더십캠프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은 주로 디자인씽킹 캠프, 디자인씽

킹 미니 해커톤,  앙트십, 유스벤처 동아리 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구분 빈도수(명) 구성 비율(%)

성별
남 80 37.9

여 131 62.1

학년
1학년 128 60.7

2학년 83 39.3

기업가정신
교육

학교교육이수
유 92 43.6

무 119 56.4

외부교육이수
유 60 28.4

무 151 71.6

<표 20> 연구 대상 기초통계

N=211

  ‘기업가정신’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서는 ‘도전정신’을 떠올린 학생이 가장 많아 104명

(49.3%) 그 다음이 책임감 58명(27.5%), 열정 20명(9.5%), 창의성 13명(6.2%), 끈기 10명(4.7%), 

성공 4명(1.9%), 기타 2명(0.9%) 순으로 응답하였다.

2) △△고 운영 사례 

가) 디자인씽킹 미니 해커톤

  (1) 운영 일시 : 2016. 7. 16(토) 09:00 ~ 17:00(6시간)

  (2) 운영 대상 : 본교 학생 62명

남(명) 여(명) 합계(명)

1학년 5 30 35

2학년 15 12 27

합계 20 42 62

<표 21> 미니 해커톤 운영 대상 통계 

                

  (3) 운영 내용 : 앞의 <표 12>와 같다.

  (4) 운영 결과   

    (가) 디자인씽킹 미니 해커톤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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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디자인씽킹 미니 해커톤 진행 모습

  

  (나) 디자인씽킹 미니 해커톤 참여 학생 소감문

김00 잘 모르는 친구들과 팀을 짜야 해서 팀원들과 잘 협력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많은 걱정들과 

다르게 재밌게 활동 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유00 팀원들과 협력해서 할 때는 힘들었지만 짧은 시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다는 것에서 뿌듯하

고 나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정00 짧은 시간 안에 팀을 만들고 팀원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 무언가를 해낼 때 마다 뿌듯함이 

더해졌다. 사람들의 훌륭한 아이디어도 평소 느끼던 것에서 시작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 디자인씽킹 - 캐릭터 만들기 프로젝트

  (1) 운영 시기 : 2016. 7.17(일) ~ 2016. 8. 24(약 5주)

  (2) 대상 : 본교 학생 42명

남 여

1학년 5 17 22

2학년 4 16 20

합계 9 33 42

<표 22> 캐릭터 만들기 운영 대상 통계 

  (3) 운영 내용 : <표 11>과 같다.   

  (4) 운영 결과

    (가) 캐릭터 산출물 예시 

<그림 4> 디자인씽킹 - 캐릭터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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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활동 후 학생 소감

이00 Design thinking을 통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창작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떤 주제 없이 그리는 것과 다르게, 주제를 정하고, 유저를 정하고, 자료조사와 인터뷰

를 통해 캐릭터의 윤곽을 잡아가는 일은 이런 게 디자인이구나, 하는 감상이 들게 했다. 다른 

사람과 조를 짜 함께 무언가를 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평소와 다르게 조금은 

낯선 이들 또한 같이 팀을 이룬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도 팀보다는 개인이 편하지만 나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팀원

의 입에서 나오고, 오랜 시간이 걸릴 법한 일을 분담해 시간을 절약하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팀 활동도 썩 괜찮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작품을 다른 조의 

것과 비교하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수정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완성된 캐릭터

는 비록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활동이었다.

김00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캐릭터만 만드는 것 만이라 생각했는데 유저들에 의견을 듣고 그 의견대로 

만드는 것을 배웠고 팀 활동을 하면서 짜증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같이 열심히 

하여 기분이 좋았다. 

박00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단순히 캐릭터만 디자인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어려웠고 유저

들의 의견이 더해지면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뿌듯했다. 다음에 할 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고00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많았다. 상대방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는 법,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형상화 해보는 것 등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니 조금은 생소했지만 흥미로웠

다. 나 혼자가 아닌 모둠원과 함께 해 나가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고 화합하는 과정에서 

협력심을 기른 것 같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서로 아이디어를 짜내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뿌듯하고 보람찼다.  

다) ‘앙트십’프로젝트 

  (1) 운영 시기 : 2016. 4 ~ 2016. 7(약 4개월)

  (2) 운영 대상 : 1, 2 희망 학생 20명

  (3) 운영 내용 : 앞의 <표 13>과 같다

  (4) 운영 결과

    (가) 앙트십 프로젝트 활동 장면

<그림 5> 앙트십 프로젝트 회의 및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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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업 워크숍 활동 자료 

<그림 6> 네00 기업 워크숍 발표 자료  

    (다) 셀프 어워드 : 활동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

<그림 7> 스스로에게 주는 셀프 어워드

    (라) 앙트십 참가 학생들의 기업 워크숍 후 활동 소감 

김00 기업방문을 했을 때 다른 학교 학생들도 보고 조별로 네00의 앱들을 뽑아서 불편한 점 등등 

추가를 하여 전지에 적어서 학교 조별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처음 듣는 앱들도 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해결방법들을 알았습니다. 기업은 처음 방문 해 봤지만 처음에 가기 전에 약간 

떨렸지만 막상 가서 활동을 해보니 의외로 신기한 활동들을 해서 재밌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최00 네00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팀별로 앉아 네이버에 대한 강의를 듣고 퀴즈를 맞추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고선 팀 활동으로 여러 네이버 서비스의 문제점과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팀은 밴드를 뽑아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데 생각보다 

토론시간이 오래 걸려 제한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그러고선 발표를 하는데 많은 

인원들 앞에서 서 이야기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황00 네이버본사에 가서 처음만나는 친구들과 네이버 문제점에 대해 토의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찾게 되었다 비록 1.2등은 하지 못 했지만 처음만나는 친구들과 뭉쳐서 문제점을 찾고 토의를 

하고 협동심을 기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기회가 또 있으면 지원을 하고 

싶었다.

정00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에 가서 앙트십 접수를 하는데 평소 페이스북 앙트십에 올라오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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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4층에 학교별로 모여앉아 간단한 네이버 연혁 소개를 들었고 주요 활동

은 네이버서비스 5가지 중 하나를 뽑아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찾아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한 시간 

안에 발표를 하는 활동이었다. 제한 시간 안에 발표를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앙트십과 비슷했

고 선생님께서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 활동

하면서 다시 느꼈다! 우리 조는 밴드를 뽑아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법을 썼고 10번째로 발표를 

했다. 다른 학교학생들을 보면서 발표연습이 정말 잘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 ‘유스벤처’ 동아리 활동  

  (1) 운영 시기 : 2016. 3 ~ 2016. 현재

  (2) 운영 대상 : 동아리 학생 15명

  (3) 운영 내용 : 앞의 <표 14>와 같다

  (3) 운영 결과

    (가) 동아리 활동 장면

sns(네이버 밴드) 팀 협의 장면 USER 인터뷰 장면

<그림 8> 동아리 활동 장면

    (나) 아쇼카 재단의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캠프 참가한 동아리 학생 소감  

심00 새로운 경험을 해서 재미있었고 다음번에도 이런 유익한 캠프가 있으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조00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을 느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캠프

였습니다.

황00 저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저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고 다른 학교에서 온 팀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서 보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양00 지난 체인지메이커 활동 때 풀지 못 했던 것을 이번 캠프 때 나만의 솔루션을 만들고 해결해서 

정말 좋았고 이제는 Do it! 해야겠다.

김00 이번에 캠프를 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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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유저의 문제를 발견하여 그 문제가 진정한 해결 가치가 있는 문제인

지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스킬을 익히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통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창의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의성은 팀원과의 협력

에서 더욱 빛나고 그로 인해 간혹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는 기업가정신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2) △△고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가) 기업가정신 교육 후 기업가정신 향상 정도

  설문 대상 학생 211명 중에서 학교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92명(43.6%)이고, 외부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60명

(28.4%)이다. “교육을 받은 후 기업가정신이 향상 되었습니까?”라는 물음에 <표 23>과 같이 응답하

였다.

학교 프로그램 참여자(N=92) 외부 프로그램 참여자(N=60)

기업가정신 함양 

정도(명/%)
누적%

기업가정신 함양 

정도(명/%)
누적%

매우 향상 됨 5(5.4) 5.4 5(8.3) 8.3

향상 됨 36(39.1) 44.5 15(25.0) 33.3

보통 40(43.5) 88.0 34(56.7) 90.0

향상 안 됨 9(9.8) 97.8 5(8.3) 98.3

전혀 향상 안 됨 2(2.2) 100 1(1.7) 100

<표 23> 기업가정신 향상 정도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혀 모른다고 답한 학생이 61명(28.9%), 들어 본 기억은 있다고 답한 학생은 82명(38.9%), 약간 

알고 있다 47명(22.3%), 잘 알고 있다 18명(8.5%), 매우 잘 알고 있다 3명(1.9%)이 응답하였다. 

<표 24>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기업가정신 이해정도를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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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N=211)

명(%) 누적%

매우 잘 알고 있다. 3(1.4) 1.4

잘 알고 있다 18(8.5) 9.9

약간 알고 있다 47(22.3) 32.2

들어 본 기억은 있다 82(38.9) 71.1

전혀 모른다 61(28.9) 100

<표 24> 기업가정신 이해 정도

  <표 25>는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이해정도를 묻는 질문에서의 응답 비율이다.

   

경험 무 (N=119) 경험 유(N=92)

명(%) 누적% 명(%) 누적%

매우 잘 알고 있다. 2(1.7) 1.7 2(2.2) 2.2

잘 알고 있다 4(3.4) 5.1 14(15.2) 17.4

약간 알고 있다 20(16,8) 21.9 27(29.3) 46.7

들어 본 기억은 있다 38(31.9) 53.8 43(46.7) 93.4

전혀 모른다 55(46.2) 100 6(6.6) 100

<표 25>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정도

N=211

  <표 26>는 외부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이해정도를 묻는 질문에서의 응답 비율이다.

경험 무(N=151) 경험 유(N=60)

명(%) 누적% 명(%) 누적%

매우 잘 알고 있다. 1(0.7) 0.7 2(3.3) 3.3

잘 알고 있다 11(7.3) 8.0 7(11.7) 15.0

약간 알고 있다 32(21.2) 29.2 16(26.7) 41.7

들어 본 기억은 있다 55(36.4) 65.6 27(45.0) 86.7

전혀 모른다 52(34.4) 100 8(13.3) 100

<표 26> 외부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정도

N=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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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생각하는 기업가정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업가정신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한 학생이 2명(0.9%), 높다 25명(11.8%), 보통이다 139명(65.9%), 낮다 35명

16.6%), 매우 낮다 10명(4.7%) 이다. <표 27>은 연구 대상자 전체 학생이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수준 정도이다.

전체N=211

명(%) 누적%

매우 높다 5(2.4) 2.4

높다 24(11.4) 13.8

보통이다 139(65.9) 79.7

낮다 36(17.0) 96.7

매우 낮다 7(3.3) 100

<표 27> 자신이 생각하는 기업가정신 수준

  <표 28>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업가정신 수준 정도를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한 것이다. 

경험 무(N=119) 경험 유(N=92)

명(%) 누적% 명(%) 누적%

매우 높다  1(0.8) 0.8 4(4.3) 4.3

높다      12(10.1) 10.9 12(13.1) 17.4

보통이다   73(61.3) 72.2 66(71.7) 89.1

낮다      26(21.9) 94.1 10(10.9) 100

매우 낮다  7(5.9) 100

<표 28>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기업가정신 수준

  <표 29>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업가정신 수준 정도를 외부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한 것이다. 

경험 무(N=151) 경험 유(N=60)

명(%) 누적% 명(%) 누적%

매우 높다 3(2.0) 2.0 2(3.3) 3.3

높다 17(11.3) 13.3 7(11.7) 15.0

보통이다 98(64.9) 78.2 41(68.3) 83.3

낮다 26(17.2) 95.4 10(16.7) 100

매우 낮다 7(4.6) 100

<표 29> 외부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기업가정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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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 해석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정리하고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기업가정신 이해정도’와 ‘기업가정신 수준 정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여 본 결과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성취감, 

도전정신, 협업, 창의력 등을 학생들에게 키워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학생들 스스

로도 그러한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디자인씽킹을 기반으로 한 미니 해커톤, 디자인씽킹-캐릭터 만

들기, 앙트십, 유스벤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팀원들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다시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의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거치게 된다. 이는 문제풀이에만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힘든 활동이었다. 학생들의 소감과 연구자의 관찰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에 더욱 흥미 있어 했으며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 학생들은 디자인씽킹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 동안 협업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경험한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었다. 하지만 

10개 팀 중 한 개 팀은 팀원들 사이에서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가 중재를 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여 프로토타입을 만든 것에 매우 만족해하였

고 그로 인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끝까지 해내도록 교육하는 

것’이 연구자가 가장 중요시 한 부분이다. 

  앞의 <표 23> ~ <표 29> 의 설문 통계를 고찰 해 보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기업가정신이 향상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44.5%

이고 외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33.3%이다. 기업가정신 이해 정도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의 학생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 

수준에 대한 응답도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높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스스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참여하여 끝까지 프로젝트를 수행 

하였다는 작은 성취감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학생

들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활동 후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오랜 교직 경험을 바탕으

로 교육이 진행되는 장면마다 직관적 통찰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고등학교 진로교육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한 결과를 통하여 진로교육 

4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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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디자인씽킹’, ‘해커톤’, ‘앙트십’, 

‘유스벤처’ 등의 활동은 학생들의 기업가적 태도(attitude)를 마인드 셋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

에게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고, 학생들이 삶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 중심의 이러한 프로젝트형 학습 모형은 아이디어를 즉각적으로 구현하며 

피드백을 통해 계속 발전 시켜 나가는 연습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실패와 작은 성공을 반복하게 

함으로서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활동 후 소감들을 살펴보면 단위 학교에서 운영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들

이 학생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게 하였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협업, 의사소통, 의견 수용, 아이디어 내기,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극복 등의 기업가적 자질을 

경험함으로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진로와 직업」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하고, 진로전담 교사를 

잘 활용한다면 진로교육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가능성은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을 포함하는 과목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의 일부 

선택 과목에 국한되어있다. 하지만 내용 요소를 들여다보면 EU가 제시한 지식, 기능, 태도 영역의 

세부 목표 내용과 「진로와 직업」교과의 성취기준과 상당 부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진로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포함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등학교 시절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

하고 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진로 개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진로교육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과같은 요소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2011년부터 전국의 각 고등학교에 진로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이미 이러한 취지의 활동 중심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로진학상담 교사를 잘 활용한다면 진로교육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진로진학상담 교사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진로교육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하기 위해서는 진로전담 교사 대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연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전문

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급별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구성·운영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기업체험 

활동을 위해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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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고등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성인이 되었을 때 창업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교

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지만, 창업에 실패를 해도 다시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필요하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있다면 창업교육의 효과는 더욱 

시너지를 낼 것이다. 우리나라는 창업에 실패하게 되면 인생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통하여 창업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일종의 ‘창업교육생태계’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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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윤관호

요약

  연일 청년 창업을 화두로 창업교육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종류의 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마다의 특색에 따른 교육으로 교육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효과와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창업교육의 개념과 내용 및 창업교육의 현황 등을 정리하였으며, 이들 연구들을 통하여

창업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도출된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변인들은 창업교육의 서비스품질, 창업교육의

만족도, 창업교육의 강사, 창업교육의 컨텐츠의 5가지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의 서비스품질 제고, 창업교육의 만족도 제고, 창업교육의

강사 역량강화, 창업교육의 컨텐츠 개발을 제시하였다.

색인어

한글 : 창업교육, 창업교육 서비스품질, 창업교육 학생만족도, 창업교육 강사, 창업의지,  

창업교육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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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Ⅱ. 서    론

  청년 창업을 화두로 창업교육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종류의 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

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마다의 특색에 따른 교육으로 교육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시행되고 있는 창업

교육의 효과와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Ⅲ. 본    론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창업교육의 개념과 내용 및 창업교육의 현황 등을 정리하였으며, 이들 연구들을 

통하여 창업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도출된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변인들은 창업교육의 서비스품질, 창업교육의 만족도, 창업

교육의 강사, 창업교육의 컨텐츠의 5가지로 설정하였다.

Ⅳ. 결    론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의 서비스품질 제고, 창업교육의 만족도 제고, 창업교육의 

강사 역량강화, 창업교육의 컨텐츠 개발을 제시하였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현재 청소년, 대학 및 일반인들을 위한 창업교육의 진행을 위해서는 시행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5가지의 변인 분석을 통한 실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관들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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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연일 청년 창업지원계획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인적 ‧ 물적으로 엄청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후죽순격으로 설립

되는 창업교육기관들, 이와 더불어 시행되는 창업교육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

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창업교육이 여러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나 체감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창업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단독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것보다는 신뢰성 및 정책

의 대중성을 위해서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개내용과 결론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정책의 제안을 위한 2차원적 자료에 근거하는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창업교육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들 중 정책의 제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최근의 논문들을 범위로 설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표본으로서의 대표성에 대한 객관성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정책의 제안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밝혀두고 진행하고자 한다.

제1절 창업교육의 개관

1. 창업교육의 개념

  우리나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조희영·박

상범에 의하면 창업이란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주위환경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자본, 노동력 및 설비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1)이

라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지고 있

1) 조희영, 박상범(1997), 「중소기업경영론」, 서울: 삼영사.

1 서론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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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연구자들은 창업자의 역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 개념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Start-up)을 창업(entrepreneurship)이라고 한다. 조희영·박상범은 창

업에 대하여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자본, 노동력, 설비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2)으로 설명하였

다. 현재 창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창업자의 역량강화는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창업을 하고자 

원하는 대국민 수요는 창업교육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대나 수요에 비해 교육과정 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창업교육은 대체적으로 

경영교육에 치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Imel에 의하면 창업교육

은 창업교육 수강자들로 하여금 기업가정신의 고양 및 피고용자 입장에서 고용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교육 수강자 모두가 기업가가 되지는 않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3)고 하였다. 정태화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사업경영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사업체 내의 노사갈등 완화

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4)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창업교육은 근본적으로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창업능력 및 기업가정신을 고

취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외에도 연구자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교육은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창업능력 및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5). 또한 창업교육은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잠재적 창업

자로서 사업 경영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피고용자로서의 교육을 강조하였다면 창업교육은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육이라

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목영두·최영길은 창업교육이란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계획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7)이라 하였고, 오종근·김준호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관한 정보와 지식 등을 습득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하였다8).

2) 상게서.
3) Imel, Susan(1989), “Entrepreneurship Education. Trends and Issues Alerts, ERIC Clearinghouse on 

Adult”,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p.370.
4) 정태화(1996), “공고졸업 근로자의 산업현장 적응력 실태조사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21(1), pp.190-128.
5) 박윤희(2004), “실업계 고등학교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직업교육연구, 23(3), 1-26.
6) 신윤철(2007), “공업계 고등학교의 비즈쿨 운영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조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7) 목영두, 최명길(2012),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 교육과정 개발모형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5(2), 

pp.833-838.
8) 오종근, 김준호(2010),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창업교육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64, 

pp.2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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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은 자율성과 창의성은 물론 도전의식을 강조하여 미래에 기업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공하고, 이와 같은 희망을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이들

이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한다9)는 

것이다.

  기존의 취업을 위한 교육이 주로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피고용자 교육을 강조하였음에 비해, 창업교

육은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규모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창업교

육이 모든 성인들에게 적용될 때, 성인들이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지는 않더라도 피고용인 입장에서 

사업경영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여 사업체 내의 노사갈등 완화에도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보다 그 투자 효용성이 크다는 특성을 지닌다10).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대량감원이 불가피한 가운데 

대학 졸업생과 명예 퇴직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창업 붐이 일어나도 있는데 반해, 예비 창업자 또는 

기존 창업자의 사업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창업교육은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이다11). 조권래도 우리나

라의 창업교육은 우리나라 산업과 환경을 대상으로 한 사례와 교재가 부족하여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창업교육에 참여시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며, 창업교육이 경영학의 범주에

서 객관주의식 수업형태에 치중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과목의 단편적인 강좌에 

중소기업론이나, 창업론 등의 원론에 거치는 경우가 많고 창업교육의 관점이 명확화 되지 않거나, 

학습자의 유형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혼돈을 야기하고 있으며 각 교육 기관별 차별화된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12). 이처럼 급속히 늘어나는 창업교육 수요에 비해 체계화가 

미흡한 점에 대해, 허정국은 전문 교육인력이나 교수방법 교재개발 등이 부족하기 때문13)을 이유로 

들었다.

  창업을 하여 성공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력의 

저하, 자금부족, 판로개척의 부진, 정부의 규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러

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14).

  따라서 창업실패의 확률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창업능

력과 지식을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15).

9) 하선탁(2008), “청소년 창업교육에서 성격유형이 창업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계 고교 학생을 대상으
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정태화(1996) 전게논문.
11) 지근중(2003),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도 분석”,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광서(2004),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

과를 고려하여”,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조권래(2007),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창업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Babson College 사례를 중심으로”,  

진주산업대 벤처창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허정국(2000),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실태와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문경목(2013), “창업교육(Bizcool) 만족도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연구-초 ·중·고 학생 간 차이를 중점적으

로”, 한밭대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상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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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이란 관점에서 창업가는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Ronstadt는 창업가는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창업교육을 직업

교육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을 잠재적인 창업가로 인식할 필요가 있

다16)고 주장한다. 조병주는 점차 기질적 특성이론이 창업학에서 지지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17), 성공한 창업자들도 상반된 기질을 소유한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입증되면서 창업교육의 기질적 특성에 의한 제한성은 이제 최소한도로 줄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창업가는 태어나기 보다는 육성되는 것이기에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잠재적 창업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학의 정체

성에 대한 국내외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국내외적으로 창업학의 교수가능

성과 학문 정당성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고 있다18).

2. 창업교육의 내용

  창업교육의 형태는 교육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그리고 멘토링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론교육은 기업가정신 함양,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 분석 및 정부창업지원정책 등 예비창업

자에게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경험을 접하게 하여 실수를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자금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는 예비창업자들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 

창업초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창업교육의 핵심부분으로 현장전문가의 강의를 들 수 있다.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다만 현장전문가 풀이 많이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교수의 

강의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부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요소도 가지고 있다.

  실습교육은 대부분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한 모의창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청년인턴과 같

은 현장 체험형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참여하는 

교육생들도 충실히 임해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시뮬레이션 형태의 사업계

획서 작성은 자칫 과장된 조건을 제시하여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고 가정하여 창업을 실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또한 자금부족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되기 때문에 실제 창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의 창업이 

구현되기도 한다. 이는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6) Ronstadt, R.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summer. 1985. pp.7-23.

17) 조병주(1999), “창업교육 교육 과정 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2(2), pp.27-48.
18) 목영두(2011), “대학의 창업교육 체계화를 위한 창업학 교육과정개발 모형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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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링 교육은 기 창업자가 멘토로 예비창업자가 멘티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육의 형태

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멘토와 멘티의 1:1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기도 하고 1명의 멘토가 

여러 명의 멘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멘토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멘티에게 전달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창업에 성공한 멘토를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실제적인 경험을 나눌 때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원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문적인 멘토를 구하지 못한 교육에서 잘못 연결된 멘토는 창업성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교육 관계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어진다.

  Gartner & Vesper의 강의 진행방식과 창업교과목의 성과조사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한 졸업생의 특강, 기업가의 실례 소개 등을 통한 강의는 성과가 높은 반면, 컴퓨터 시뮬레

이션, 기업가와의 인터뷰 및 관련서적 리뷰 등은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인가의 활용

은 수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19).

  외부인사가 과목의 성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강연했거나 또는 강의능력이 부실한 경우에는 

강의성과가 낮다. 반면에 외부인사가 성공한 기업가이거나 외부 인사를 멘토로 활용한 경우에는 교육

의 성과가 높다. 과제물, 강독, 시험 등에서 담당교수가 과욕을 부리거나 그와 반대로 전혀 수업의 

골격을 짜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을 집단으로 나누어 프로젝

트를 수행하게 하는 수업방식은 집단규모가 큰 경우에는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의 존재 또는 다수 인원 

간 조정의 어려움 등에서 실패로 끝나는 일이 많다.

  창업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상황과 현실에 입각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창업자들의 창업 실패 원인

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것은 현장중심의 교육 혹은 경험의 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규교육의 과목뿐만 아니라 비정규 과목에서 조차도 여전히 이론 중심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론 및 계량적 분석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정성적 요소는 무시당하

고, 개념·모델·분석기법에 크게 치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비구조적이고 전체

적이며 복잡모호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정헌배의 연구에서 창업대학원생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론교육형태가 실습교육형태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 

3. 창업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창업교육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학에서 중소기업 경영론강좌의 형태로 시작되었

다. 그 후 1980년대 초반부터 대학 및 컨설팅회사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1992년 28개 대학에서 

중소기업론, 중소기업 창업론, 중소기업 법제론, 중소기업 지원 체계론, 중소기업 정책론 등의 강좌 

명으로 중소기업 및 창업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창업교육은 1990년대부터 급속히 성장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 대학원에서도 창업 강의가 증가하고, 아울러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등에서도 

19) Gartner, W. B. and K. H. Vesper(1997), “Measuring progres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1).

20) 정헌배(2008),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12(1),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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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이 활발하게 개설되고 있다.

  그 외 1990년대 초부터 일부 사설기관에서도 창업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 창업교육의 현황

을 살펴보면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광범위하게 창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을 대상별, 교육주체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정부 기관에서의 창업 강좌현황

주관기관 강좌명
개최

횟수
기간 수강생 비고

중소기업청

대학 창업강좌
51개
강좌

1학기
3585명
(70명)

대학교 정규교과목 운영 
전문 창업강좌

BI기술창업강좌
11개
강좌

3~5일
512명
(51명)

예비창업자, BI입주 기업 전문 
창업강좌 대학 창업보육센터

BI기업
CEO교육

6개
강좌

25시간
247명
(41명)

BI입주/졸업기업 
전문 창업강좌

기업창업패키지
11개
기관

90시간
266명
(24명)

교육 후 창업연계지원
전문 창업강좌

노동부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교육 877개 부정기 -
직업교육시 

창업과목 교육

노동부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교육 187개 부정기 -
직업교육시 

창업과목 교육

노동부
(평생교육원)

직업훈련교육 949개 부정기 -
직업교육시 

창업과목 교육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창업교육 수시 1일
50~

100명
비정기적 창업특강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제대군인
창업교실

년4회 5일 -
제대군인 대상

소자본 창업교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창업경영과정 년3회 5일 90명 창업진단과 경영실무

보건복지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취업교육 정기 3개월~2년 30명
장애인 대상

취업교육 및 창업교육

여성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창업강좌 정기 3개월~2년 - 전국 50개소

법무부
(교도소)

소자본창업강좌 수시 1일 -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컨설팅기관 공동

농림부
(한국농업대학)

창업기업
기술혁신강좌

연중 37시간 -
벤처농기업인 대상

기술혁신교육

출처: 오현준(2015),“창업교육 만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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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을 위한 창업교육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교과과정에서 비즈니스를 

학습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청소년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그리고 진로에 대한 모색, 

기업가정신과 역량을 배양시킴으로써 미래의 경제역군양성 등을 위해 2002년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에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

고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과정과 리더쉽과정으로 구성되고, 일반과정은 비즈니스의 기초개념을 체험형식으로 전달하고, 

리더쉽과정은 리더쉽 및 기업가 마인드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급과정은 진로탐색과정, 비즈니

스실천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탐색과정은 실물경제흐름을 바탕으로 경제, 경영지식과 개인과 

조직이 직면하는 금융지식의 전달에 주안점이 있다. 

  비즈쿨 프로그램별 교과과정은 초급과정인 경우 연간 총 50시간 이상, 리더쉽과정은 연간 총 30시

간 이상으로 하고, 특히 3학년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피드백 강화를 위해 

창업아이템경진대회 등을 통해 학습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우수 학생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실업계고등학교 이외에 비영리조직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YMCA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취업교육과 더불어 청소년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스스로 돈을 벌어 경제생활을 영위해 보고자 하

는 욕구를 건강하게 발전시켜서 훌륭한 시민사회일원이 되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벤처 모의창

업 게임대회를 통해 청소년의 기업 활동, 인큐베이팅-모델과 터전을 만들고 공모프로젝트 합격자에 

대해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과 기업인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실질적인 탐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중앙일보, 씨티그룹,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

터)와 함께 청소년 경제체험교육인 “틴틴 이코노미 프로젝트(TEP)”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창업해서 돈을 벌수 있도록 지원한 후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이다.

나. 대학 및 대학원의 창업교육

  창업을 대학에서 정규과정으로 개설한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로 박춘엽이며 1987년부터 동국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창업과 사업성분석’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해 오고 있다. 이는 기존의 창업교육이 대개 

경영대학에서 개설되는 점을 볼 때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는 ‘중소기업 창업과 사업성분석’이라

는 단행본을 통해 한국에서 창업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교육내용의 근간 설정에 기여해왔다.

 
  1) 학부과정

  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과정으로 국내 최초는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부의 교과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부는 중소기업학전공과 벤처창업학 전공으로 구분된다. 이들

의 교과과정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현장에서 필요하나 기존의 경영학에서 다루지 않는 실용적인 

과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으로 창업관련 개념, 창업과정의 개요, 창업의 결정요인, 사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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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 발굴 및 평가, 사업계획서작성, 자본조달, 기술적 분석(시장분석, 기술 분석, 재무 분석, 수요

예측 등), 자원의 관리(자원의 조달, 집행 및 운용 등), 창업사업의 성패요인(창업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 이외에 창업과 정부의 개입 또는 각종 

제도, 개인적 윤리와 창업인, 벤처캐피탈, 창업지원제도 등이 있으며 이들의 수업방식은 대개 국내의 

사례제시 및 토의, 전문가 초빙에 의한 국내사례나 기타 벤처기업의 경영관리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학습 등이다. 또한 학생들의 국내 사례조사 및 연구를 하여 발표하고, 직접 사업구상하고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표 2-2> 협회에서의 창업 강좌현황

기관명 강좌명
개최

횟수
기간 수강생 비고

한국능률협회 창업아이템강좌 4회 1일 50명 창업아이템 특강

한국인테리어협회 창업강좌 년2회 1일 - 관련업종 대상

한국음식점중앙회 창업교육 수시 1일 200명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소호진흥협회 소자본창업강좌 연1회 1일 20~30명 대구지역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창업아카데미 연4회 3일 35명 창업상담 병행

한국소자본창업
컨설팅협회

외식실무전문 월1회 3일 20명 프랜차이즈

창업전문가과정 수시 3개월 15명 소자본창업

창업스쿨 연4회 5일 20명 소자본창업

창업강좌 월1회 1일 100명 소자본창업

한국창업진흥협회 체험창업스쿨 매주1회 1일 50명 테마별 소자본창업

한국생산성본부 창업강좌 비정기 1일 100명 특강형식

한국세탁업조합 자영업컨설팅 비정기 1일 - 관련업종 대상

대한미용사회 자영업컨설팅 비정기 1일 - 관련업종 대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실전창업스쿨 35회 10일
1095명
(31명)

여성소자본창업

차세대CEO교육 2회 1학기
176명
(88명)

서울 5개대학 정교교과목 
학점인정

한국창업교육협회
스몰비즈니스
지도사 과정

1회
3개월
(주1회)

-
대학, 소상공인 
지원센터와공동

전자상거래관리사협회 소자본 창업 수시 1~3일 - 소상공인지원센터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 창업 4회 10일 173명 (43명) 중소기업청지원

벤처기업협회 벤처창업강좌 2회
1개월
(주2일)

30명 중소기업청지원

음식업중앙회 창업교육 수시 1일 200명 이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출처: 오현준(2015), 전게논문,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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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원과정

  숭실대학교는 1993년부터 중소기업대학원과정에서 창업교육의 일부를 담당해 왔었지만 대학원과

정에서의 본격적인 대학원에서의 창업교육은 전국 권역별 5개 학교로 선정된 호서대학교, 중앙대학

교, 한밭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의 창업대학원에 대한 2004년 중소기업청의 한시적

(5년)인 국고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에서 정성적으로 창업측면과 교육측면의 평가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측면에서는 첫째, 창업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있었고, 둘째, 창업시장의 질적 성장확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했으며, 글로벌 창업시장 진출기반 제공이 있었다. 

  교육측면에서 보면 창업학의 학문적 정립 및 교육선진화와 국내의 대학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표 2-3> 일반기관에서의 창업 강좌현황

기관명 강좌명 개최횟수 기간 수강생 비고

서울경제신문 실전창업아카데미 부 정 기 2주 50명 정기

한국경제신문 창업강좌 월2회 1일 150명

매일경제신문 소자본창업 월1회 1~2일 50명

창업경영신문 소자본창업 월2회 1일 30명 위탁교육

백상경제연구원 실전창업 연6회 2주 50명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창업경영과정 연3회 5일 90명 보건복지부지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창업강좌 월1회 5일 30명 보건복지부지원

여성회관 소자본창업강좌 수시 5일 이내 30명 창업전반, 쇼핑몰

여성개발인력센터 소자본창업강좌 월2~3회 1~2일 50명 창업전반, 업종별강좌

부산여성창업지원센터 소자본창업강좌 연2회 1일 70명 창업전반, 업종별강좌

종합고용안정센터 창업교육 월2회 1일 다수 창업전반

종합사회복지관 창업교육 비정기 1~3일 50명 창업전반

직업전문학교 창업교육 수시 - - 직업교육과 함께 실시

지역상공회의소 소자본창업강좌 비정기 10~15일 50명
소상공인센터등과 

공동개최

근로복지공단 소자본창업강좌 비정기 1일 30명 타기관과 공동

테크노파크 창업강좌 비정기 3일 30명 타기관과 공동

교도소 소자본창업 비정기 1일 -
소상공인지원

센터

성남산업진흥재단
기술창업아카데미 1회 20일 50명

기술창업시장
분석 등

성공창업아카데미 1회 15일 50명 창업과정 3단계

출처: 오현준(2015), 전게논문,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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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정규과정

  비정규 과정에서도 박춘엽은 1987년 창업경영연구소를 설립하여 소매업 창업이라는 강좌를 개설하

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창업자를 양성하고 창업기술을 보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21). 비정규과정이라 함은 학사나 석사학위 취득목적이 아닌 정규과정 이외의 강좌를 지칭한다. 이

러한 비정규 과정은 아래와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이성혜는 밝혔다22).

  첫째로 대학에 창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요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대학교과 과정에서 새로운 

과목이 개설되기가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과 대학교의 강좌가 격식을 요하는 것으로 창업

자의 현장 중심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로 1997년 말 시작된 IMF경제체제 이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비정규 창업 강좌에 대한 지원으로 비정규 창업 강좌가 활성화되었다는 점

이다. 

  이런 비정규 창업교육은 주로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으

며, 강좌내용은 창업환경 분석, 사업계획서 수립 및 작성 방법, 창업에 관한 법규 및 지원제도, 창업세

무, 아이템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 마케팅 일반, 창업 성공 및 실패사례, 상권 및 입지분석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음 표들은 비정규과정의 창업 강좌 현황이다.

  특히 지방가치단체 중 서울시에서는 창업교육을 장단기로 나눠 단기 교육 프로그램은 청년실업자, 

퇴직예정자, 직장인 등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창업에 관한 기초정보 

및 업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상설 창업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론

교육과 업종별 실무지식 교육, 현장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종합적인 창업교육으로 무분별

한 창업이나 과다경쟁 등을 예방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여건에 맞는 창업교육과 컨

설팅을 병행하여 창업지원인프라구축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사업 기본 방향을 첫째, 예비 창업자 그리고 업종전환자 및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상설 창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예비창업자의 창업 준비를 위한 외식업, 도소매/

서비스업, e-biz등 업종별 강좌와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영개선 강좌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셋째,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노령화시대의 준비를 위한 실버창업교육, 취업예정자 또는 실업자 등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창업교육과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을 위한 주말창업교육 등 대상별 특화교육을 

실시하며 넷째, 교육의 확산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유관기관과

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 창업교육을 개회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다음의 <표 2-4>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종별 강좌명과 강좌내용을 선행연구에서 

인용하여 수록한 것이다.

21) 오현준(2015), 전게논문, p.22.
22) 상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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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서울시단기창업교육과정의 구성

강좌 교육내용 일정(시간)

외식업
강좌

소상공인 자금, 보증 지원제도
외식업 트랜드 및 창업실무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타당성 분석
상권조사 및 입지분석

외식업 메뉴개발
한식당 창업실무
서비스 정신과 배달
외식업 성공 포인트
외식업 창업사례
기타

4-5

도소매/
서비스업

강좌

소상공인 자금, 보증 지원제도
도소매/서비스업 트랜드 및 운영전략
창업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업 창업절차와 창업자의 자세
창업법률 및 세무정보
점포인테리어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실습
상권조사 및 입지분석
고객유형에 따른 서비스 전략
마케팅전략과 홍보방법
유통업 창업 실전전략
상품구성과 매출증대전략
도소매/서비스업 창업사례
기타

4-5일

e-biz
강좌

소상공인 자금, 보증 지원제도
인터넷 사업아이템 선정 및 창업절차
인터넷 쇼핑몰창업과 사업전략
인터넷 쇼핑몰 기획 노하우
쇼핑몰 마케팅과 고객관리

광고와 이벤트 관리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실습
전자상거래업 창업사례
상품사진 촬영과 보정방법
기타

4-5

경영개선
강좌

소상공인 자금, 보증 지원제도
사업타당성 분석
창업법률 및 세무
기업가정신과 리더쉽

마케팅전략과 홍보방법
경영개선사례
기타

4-5일

출처: 오현준(2015), 전게논문, p.27.

  

  장기 교육 프로그램인 서울시 하이창업스쿨은 2004년 청년실업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1주일 

이내의 단기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기획되어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운영체계 정

규과정과 단기과정, 견학 및 현장학습으로 구성된 교육은 정규과정에서 일반 창업전문 과정, 인터넷 

창업전문 과정, 중소벤처 전문 과정으로 구성되어있고 단기과정은 교육생들의 보완이 필요한 과정의 

수요를 조사해 능동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견학 및 현장학습은 상시 운영체제로서 과제

의 수행 등을 위해 창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유통시스템에 따른 견학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수료 이후에

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사업등록 이후에는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다음의 <표 2-5>는 하이창업스쿨의 운영체계도이다.

  이처럼 창업교육은 청소년 대상인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그리고 정부 및 관련기관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창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관련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대학이나 대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정규교

육의 강좌이고, 둘째는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현재의 창업인이나 예비 창업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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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단기적인 교육 강좌이다.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규교육 강좌나, 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 교육 강좌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단기강좌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체는 중소기업청

(한국생산성 본부와 부산 상공회의소와의 공동협력으로 창업예비학교 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주말 

창업 스쿨), 상공회의소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몇몇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주로 예비 창업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창업단기강좌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내용상 비슷한 성격으로 구성되는 강좌를 운영하는 특수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2-5> 하이창업스쿨 운영체계도

구분 사업 세부항목

교육

정규과정

일반창업전문과정

패션창업전문과정

중소벤처전문과정

인터넷창업전문과정

단기과정
벤처창업기획과정

경영개선과정

견학 및
현장학습

해외시장견학 및 벤치마킹

현장학습(업체, 전문기관 방문)

창업지원 사후관리

창업준비 사업화컨설팅

사업개시준비 자금지원(특별보증)

창업 창업스쿨 마크

창업이후 창업업체 지도

창업이후

산업재산권 취득지원

신뢰성분석지원

입주지원

출처: 오현준(2015), 전게논문, p.28.

  국내 대학의 창업관련 학부 및 학과개설의 현황은 2015년 현재 창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

으로 정리를 하였고, 기준은 대학 및 전문대학 편제의 정규 모집단위를 바탕으로 해당 전공학위 취득

이 가능한 대학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23).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한 계약학과로써  창업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2개 대학 (숭실대, 상지대)은 채용조건 형이

나 재교육형으로 구분되고 산업체 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이상을 지원하여 창업관

련 전공학위 취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다. 대학은 총 10개의 전문대학과 10개의 4년제 

대학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학과명은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특정 산업명칭을 이용하여 학과를 개설하

였고, 4년제 대학의 대부분은 창업, 벤처, 글로벌의 단어를 포함하여 학과명을 사용하고 있다24).

23) 이우진, 황보윤(2015), “대한민국 창업교육 연대기”, 한국벤처창업학과: 벤처창업연구 제 10권 제3호.
24) 상게논문, 권혜진, 전게논문, pp.29-3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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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창업 관련 국내 학부 및 학과개설 현황(전공포함)

연번 학교 유형 설립 유형 학교명 학과명

1 대학 국공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벤처경영학과

2 전문대학
사립

고구려대학교 커피외식창업복지학부 (외식창업복지전공)

3 전문대학 군장대학교 커피바리스타 창업과

4
전문대학 사립

대경대학교
모델폐션학부

패션 쇼핑몰과(쇼핑몰창업전공)

5 대구공업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계열(외식창업조리전공)

6 전문대학 사립 동강대학교 쇼핑몰디자인창업과

7 전문대학 사립 백석문화대학교 외식산업학부(외식창업경영전공)

8 대학 사립 상지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계약학과

9 대학 사립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10 대학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11
대학 사립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12 벤처경영학과 ※계약학과

13 대학 사립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컨설팅학과

14 대학 사립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15 대학 사립 우송대학교 국제경영학부(글로벌창업전공)

16 전문대학 사립 우송정보대학 제과제빵학부(제과제빵창업전공)

17 전문대학 사립 조선이공대학교 프랜차이즈창업경영과

18 대학 사립 청운대학교 미래창업학과

19 전문대학 사립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과

20 전문대학 사립 혜천대학교 외식창업전공

21 대학 사립 호서대학교 경영학부(글로벌창업전공)

출처: 권혜진, 전게논문, p.31.

제2절 창업교육의 변인

1. 창업교육의 서비스품질

가. 서비스품질의 개념

  현재 서비스품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교육 및 서비스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

한 서비스품질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각 학문의 영역에 따라 품질에 대한 관점에

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김공주는 서비스는 객관적인 품질 평가가 용이한 유형의 재화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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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성과 이질성,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하였다25). Fizsimmons와 Fizsimmons에 따르면 이는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고객참여, 

생산·소비 동시성, 시간소멸성, 노동집약성, 무형성 그리고 산출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비스품

질을 연구하는 연구방법이나 연구목적에 따라 서비스품질이 각각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26). 

  Parasurmae, Zeithaml와 Berry는 서비스품질이 기대와 성과의 비교이고, 서비스품질의 평가는 

결과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 과정에 대한 평가에서 이루어지며, 이 때 서비스는 소비과정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소비자관여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발생하므로 제공된 서비스와 

함께 서비스 제공과정, 특히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시 된다고 하였다27).

<표 2-7> Parasurmae, Zeithaml와 Berry의 10가지 서비스품질 구성요소

구  분 내  용

신뢰성
서비스 수행의 일관성과 확신성, 제시된 약속의 이행과 대금요구 및 기록의 정확성, 예약된 서비
스 시간엄수

반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직원의 열의와 준비성,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 고객의 요구에 대한 
서비스의 적시성

능력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소유
직원과 영업지원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

접근성 서비스 조직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접촉의 용이성, 대기시간, 영업시간 및 입지의 편리성 등

예절성
직원의 친절성이나 정중함, 사려심
직원의 단정한 용모, 고객에 대한 배려

의사소통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제공
고객에게 귀 기울임, 서비스 자세나 비용에 대한 설명, 
대고객 고충처리 보장

신용성
서비스의 진실성과 정직성, 신용성
회사의 사명이나 명성, 접객요원들의 인성

안정성
거래에 따른 위험성이나 의심의 해소
육체적, 금전적 안정성과 서비스 관련 비밀성 유지

고객이해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려는 노력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학습, 개인화된 관심(서비스), 단골고객의 확인

유형성
서비스의 물적 증거, 물리적 시설, 직원의 용모, 서비스제공에 이용되는 각종 설비, 신용카드 
등 서비스의 물적 표현물

출처: A. Parasuraman, V. A. Zeithaml, 와 L. L. Berry(1985),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49(4), pp.41-50.

25) 김공주(2002), “병원 서비스 품질 지각이 환자 만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Fizsimmons, J. A., Fizsimmons, M. J.(2001), 「Service Management」, 3rd ed. Singapore: McGraw-Hill.
27) Parasuramae, A., Zeithaml, V. A., Berry, L. L.(1985), “A Conceptual Model of Service Qualit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49(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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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연구를 토대로 서비스품질을 정의하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를 전달받음으로써 지각된 서비스 간의 불일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그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기대했

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서비스품질이 낮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입장

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와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여 이를 관리 및 조정함으로

써 고객의 만족수준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인

  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주로 제품의 물리적 품질의 관점에서 서비스품질

의 구성차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소비자나 

사용자 중심의 지각된 품질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Parasurmae, Zeithaml와 Berry는 서비스품질의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서비스유형에 

따라 서비스품질 평가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에는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2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

스품질의 구성요소’를 <표 2-7>과 같이 10가지로 제시하였다.

  Parasurmae, Zeithaml와 Berry는 위의 내용과 같이 최초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인을 10가지로 

제안하였으나 다른 학자들의 문제 제기와 구성요인간의 상호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 연구를 토대로 서비스품질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후속연구에서 97개의 세부측정 항목을 

개발하여 신용카드 등 여러 서비스분야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0가지의 서비

스품질 구성요소를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 5가지 구성요소를 압축하여 <표 2-8>

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8> Parasurmae, Zeithaml와 Berry의 5가지 서비스품질 구성요소

28) 상게논문.

구  분 내  용

유형성

현대적 시설
설비의 외관
직원들의 깔끔함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자료

신뢰성

서비스의 약속시간 준수
고객의 문제에 성심성의를 보임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함
작은 실수조차 없는 완벽함

반응성

서비스 제공시간의 정확한 약속
직원들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 자세
직원들은 언제나 고객지원 자세
고객의 요청에 응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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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곽동신(2016), 전게논문, p.9 재인용.

  위 선행연구의 5가지 구성요인은 서비스 산업에 전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측정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창업교육서비스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명

확하게 인식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과 서비스 업종에 따라 구성요인들 간에 중요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5가지 요인이 모든 서비스품질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이 있으며 위의 구성요인과 다른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서비스품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교육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

학의 창업교육 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서비스품질 요소를 반영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2-9> SERVQUAL 모형의 5가지 구성요인

구  분 내  용

확신성

고객에게 확신을 주는 직원들의 행동
고객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행동
고객에게 친절한 직원
고객의 어떤 문의에도 대답 가능한 직원

공감성

고객 개인데 대한 관심
고객에게 편리한 시간대로 조절용이
고객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려는 직원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려는 직원
고객 욕구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구  분 내  용

공감성

1 기업의 고객 개개인의 대한 관심

2 고객들에게 편리한 업무시간

3 종업원들의 고객에 대한 개인적 관심

4 마음으로부터 고객의 욕구 이해

5 종업원들의 고객욕구 이해

반응성

6 서비스 제공 시간의 알림

7 빠른(즉각적인)서비스 제공

8 고객을 기꺼이 도와주려는 태도

9 고객의 요구에 신속한 반응

신뢰성

10 약속한 서비스의 제공

11 고객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며 확신성 있는 해결

12 단 한 번에 정확한 업무 수행

13 약속한 시간 내의 서비스 제공

14 업무기록의 정확한 유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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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곽동신(2016), 전게논문, p.12 재인용.

  

다. 서비스품질의 측정모형

  서비스품질은 고객의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는 소비자의 욕구와 

기대에 따라 품질에 대한 평가와 만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측정척도를 일반화하기 

어려웠지만, 1988년 Parasurmae, Zeithaml와 Berry의 SERVQUAL (SERVice + QUALity)모형

이 발표되면서 서비스품질 측정모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92년에 Cronin와 Taylor는 SERVPERF (SERVice + PERFormance)모형을 제안하

였다.

  이 외 국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품질 평가방법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하는 국가고

객만족지수(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NCSI)와 미국의 고객만족지수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CSI)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SERVQUAL모형과 SERVPERF모형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Parasurmae, Zeithaml와 Berry의 SERVQURL 모형

  Parasurmae, Zeithaml와 Berry는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격차를 이용하여 서비스품

질을 확인하고자 항목 척도인 SERVQUAL 모형을 개발하였다. 문항으로는 기대된 서비스 22문항, 

지각된 서비스 22문항을 합쳐 44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SERVQUAL 모형은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를 구분하여 각각 측정한 후에 둘 사이

의 격차를 이용하여 서비스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SERVQUAL 모형은 고객의 서비스품질을 평가하는 구성요인을 공감성, 반응성, 신뢰성, 유형성, 확

신성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SERVQUAL 모형을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2) Cronin와 Taylor의 SERVPERF 모형

  Cronin와 Taylor는 Parasurmae, Zeithaml와 Berry의 기대-성과 모형인 SERVPERF모형을 

제안하였다29). Cronin와 Taylor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 기대감을 갖지 못할 수 있으며, 기대한 실제 소비자의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 명확하게 인식되기

구  분 내  용

유형성

15 최신시설, 설비보유

16 물리적 시설의 시각적인 매력

17 종업원의 복장 및 외모

18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의 시각적 매력

확신성

19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종업원

20 종업원과의 거래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낌

21 종업원들의 친절하고 예의 바름

22 업무수행을 위한 종업원들의 전문 지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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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품질을 측정함에 있어 기대된 서비스를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Cronin와 Taylor는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성과만으로 서비스품질 수준을 측정할 경우 설명

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고, 성과만으로 서비스품질을 측정하는 SERVPERF 모형을 개발하여 분석

도구로 이용하였다. Cronin와 Taylor가 제시한 4가지 서비스품질의 측정방법에 대한 공식은 아래의 

<표 2-10>과 같다.

<표 2-10> 서비스품질 측정방법 공식

(1) Service Quality = Performance - Expectation

(2) Service Quality = Importance * (Performance - Expectation)

(3) Service Quality = Performance

(4) Service Quality = Importance * (Performance)

출처: 곽동신(2016), 전게논문, p.13 재인용.

  위의 4가지 측정방법 중 (1)은 Parasurmae, Zeithaml와 Berry가 제안한 최초의 SERVQUAL 

모형 척도이고, (2)는 가중치를 부여한 SERVQUAL 모형의 척도이다. 한편 (3)은 성과만을 측정한 

SERVPERF 모형 척도이고, (4)는 가중치를 부여한 SERVPERF 모형 척도이다. 위 4가지 측정 방법

으로 은행, 방역회사, 세탁소, 패스트푸드점 등 4개의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우월성을 검증한 결과 

SERVQUAL 모형은 은행과 패스트푸드점에서만 적합하게 측정되었고 SERVPERF 모형은 위 4곳 

모두 적합하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Cronin와 Taylor는 공식 (3)의 성과만을 가지고 서비스품질을 

측정한 SERVPERF 모형 (Service Quality = Performance)이 가장 우수한 측정 방법이라 주장하였

다. 이상의 SERVQUAL 모형과 SERVPERF 모형을 비교하면 <표 2-11>과 같다.

<표 2-11> 서비스품질 측정모형 비교

구  분 SERVQUAL(PZB) SERVPERF(Cronin and Taylor)

모델의 구성 성과수준 - 기대수준 성과

기대의 정의 제공해야 할 수준 기대수준 측정안함

측정의 차원 5개 차원 22개 항목(44문항) 5개 차원 22개 항목(22문항)

출처: 곽동신(2016), 전게논문, p.14 재인용.

라.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의 측정방법

  채연수는 교육서비스품질의 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서비스품질의 속성차원을 기능적 품질과 

기술적 품질로 나누었고 기능적 품질의 속성 차원을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확실성 및 감정이입으로 

구분하고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30). 박주성, 김종권, 신용섭은 대학교육 서비스품질요인이 

29) Cronin, J. J., Taylor, S. A.(1992), “Measuring Service Quality: A Re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56(3),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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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만족과 대학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교육 서비스품질 요인을 6개요인 22개 

속성으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별 구성항목은 유형성 4문항, 신뢰성 5문항, 응답성 4문항, 안정성4문

항, 공감성 5문항, 결과의 질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31).

  최세철은 소상공인 창업교육의 서비스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교육서비

스품질 측정요인으로 5개요인 2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각 요인별 구성항목은 유형성 4개 항목, 

신뢰성 5개 항목, 반응성 4개 항목, 확신성 4개 항목, 공감성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32).

2. 창업교육의 만족도

  만족이란 행동과학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에 의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언어개념이다33).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피교육자의 인지된 교육서비스의 품질과 기

대수준의 충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34). 일반적으로 서비스품질은 고객과의 관

계를 구축하고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창업교육에서 서비스의 품질은 실무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육 콘텐츠, 창업교육의 전문인력,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그리고 

창업 교육환경 등이 있을 것이다.

  조병주는 창업자가 선천적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며 후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창업

교육의 필요성은 사라질 것이며 창업교육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이 창업활동과 성공창업의 가능성을 

높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35).

  창업교육이 창업성공률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지자체, 기관, 학교 등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생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생들의 교육만족도 평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창업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존 교육만족도의 연구 및 경험을 벤치마킹 한다면 창업교육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교육만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 창업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교육시장이 급성장 하면서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

한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용기는 최근 대학이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

가를 인식하고 학생의 교육 만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여 그들을 

만족시킴으로써 대학이라는 교육시장에서 경쟁대학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시장지향성 또는 

고객지향성의 발로라고 주장하였다36).

30) 채연수(1999), “교육 서비스품질의 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1) 곽동신(2016), 전게논문, p.15.
32) 최세철(2013), “소상공인 창업교육 서비스품질이 학습자만족 및 학습성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박재환, 김용태(2009),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

로”, 대한경영학회지, 22(4), pp.1777-1801.
34) 김진수, 김용태, 이우진(2013), “대학의 창업교육 품질이 교육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28(4), pp.105-131.
35) 조병주(1998), “창업교육 교육 과정 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2(2),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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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용기 외는 학생만족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24개의 학생만족변수에 대한 요약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수·교

육과정, 강의시설, 대내외의 활동, 행정서비스, 편의시설, 수업료 등의 6개 요인을 도출하여 전반적 

학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대내외활동, 강의시설, 교수·교육과정 요인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한편, 이경오는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요인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서비스의 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은 직접적으로 재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재 구매 

의도를 강화시킨다고 하였으며38), 이경철은 대학 교육 서비스 품질이 학생만족에 정(+)의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이 성립됨을 실증 분석하였다39).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교육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

하여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만족도 높은 교육을 제공하게 되면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Astin은 교육만족도를 “학생의 교육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40). 여기서 주관적 반응을 살펴본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사된 학생들의 만족도는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객관적인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나타낸다는 것은 아니다. 교사,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생 지원서비스, 시설, 교육여

건, 교과목 이수기회, 교육자원과 사회적 평판 등의 경험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해 만족도

를 측정하거나,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학생 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른 제한된 분야

를 학생들이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41).

  또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사용한 변인으로 교사,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들의 학교생활 등 교육의 

대부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영역을 통해 교사와의 관계성, 교육과정의 수업, 교육시설, 

학생들의 학교생활 등 4영역으로 재차 구분하여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만족도 

측정은 다분히 주관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측정방식에 관한 도구의 개발은 난해

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도구의 개발과 함께 효과적인 교육을 예측하고, 학습자의 주관적인 만족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42).

  정현석은 교육의 만족도는 교육서비스의 개념과 교육결과의 성격이 일반 상품의 만족도와 다르기 

때문에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다43). 교육 만족도 연구는 대학환경, 학교생활, 

36) 이용기(1998), “시장지향성의 영향요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국내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27(3), 
pp.729-757.

37) 상게논문.
38) 이경오(2000), “대학교육서비스 질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산학연구, 20(3), pp.25-42.
39) 이경철(2006), 대학교육서비스 평가준거가 서비스품질, 학생만족 및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명

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0) Astin, A. W.(1980), “When does a college deserve to be called high quality? improving teaching 

and institutional quality”, Current Issues in Higher Education, AAH Report No.1, p.63, Washington 
D. C. :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41) 이홍주(2014), 창업교육강사의 역량이 학생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3.

42) 김승연(2005), 서비스 품질과 고객충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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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결과,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44). 또한 교육서비스 품질

의 내적요인(본인의 태도)과 외적요인(교수의 태도, 강의내용, 시설)이 교육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45).

  조병주는 창업의 성패가 기업가의 과감성, 결단력, 배짱, 인내력과 같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면 창업교육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있다하더라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매우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6). 박재환 등은 창업교육의 효과는 참여동기보다 교육내용의 만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창업교육의 방법과 내용, 유능한 교수 등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장하였다47).

  박재환, 김용태는 창업교육의 효과는 창업교육의 참여 동기보다는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창업교육에 있어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수, 창업교육환경 등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48).

3. 창업교육의 강사

가. 강사의 역량 정의

  강사는 ①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를 하는 사람. 시간 강사와 전임 강사가 있다. 

② 모임에서 강의를 맡은 사람. ③ 『불교』강당에서 경론을 강의하는 승려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

전49)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교수는 교육의 개념에서 반드시 함께 사용하는 개념이고 훈련에서는 

훈련가 또는 강사와 같은 보충적 용어가 쓰일 수 있다50). 따라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학습자

가 필요하며, 교수 활동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활동이다. 최소한 한사람이라도 가르침을 통해 알기 

또는 이해하기에 도달케 하는 활동으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학습자의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학습

목표에 이르도록 하고, 그 결과로 특정한 행동,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51).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성인 교육자에게 교육, 훈련, 교수는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든지 

‘경험이라는 성인의 특성적 성격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험적이고, 독립

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대해 교수자의 역할은 위축될 수도 있으나, 그들이 무엇으로 호칭되든 

일차적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개발하는 현장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무교육 중심이라는 점에서 

43) 정현석(2004),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프로그램의 수혜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다기능기술과정을 중심으
로”, 호서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4) 김명숙, 양영석(2010), “활용지향적 기술창업교육이 참여자의 만족과 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산학기
술학회논문집 제11권 제6호, pp.2004-2012.

45) 최규환(2005), “관광교육 서비스 평가, 만족,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화연구, 제8권 제3호, pp.135-152.
46) 조병주(1999), “창업교육 교육 과정 전개와 효과적 교수방법”, 경영교육연구, 2(2), pp.27-48.
47) 박재환, 최명길, 김용태(2010),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교성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

집, 제11권 제3호, pp.1085-1094.
48) 박재환, 김용태(2009), 전게논문.
49)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9.25.
50) Tight, M.(1996), 「Key concepts i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London Routledge.
51) 박숙희, 염명숙(2007),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서울:학지사, 제2판.
    이권재(2014), “기업 사내강사의 강의경험 본질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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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가깝지만 태도와 가치, 체제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에 더 

가깝다52).

  McClelland는 역량을 직무 기준에 근거한 효과적이고 우수한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개인의 

기초 특성으로 정의하였다53). 기초 특성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개인 성격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을 말하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역량이 행동이나 수행의 

원인이며, 따라서 행동과 수행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역량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지능검사나 

적성검사가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취를 타당하게 예언할 수 없으며, 실제 삶 속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위하여 수행에 드러나는 역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문분야에서 논의

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McClelland의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은 개인의 학습과 성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었고, 조직에서 활용되는 역량방법론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다.

  Spencer & Spencer54)는 McClelland의 역량에 대한 기본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조직에서 특정 

그룹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개념화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역량을 3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역량은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다. 이 특성은 “개인의 내적특성으로서 다양한 상황이나 직무에

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비교적 장시간 지속되는 행동 및 사고방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역량을 개발가능 정도에 따라 특질(trait), 동기(motive), 자기개념(self 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인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지식과 기술은 개발하기 쉽지만, 동기, 특질, 자기

개념은 <그림 2-1>과 같이 감춰진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 및 개발이 어렵다고 하였다.

가시적 부분

감춰진 부분

스킬
지식

자기개념
특질
동기

스킬

지식

자기개념

특질
동기

 표면
: 계발가능

 내면
: 계발어려움

태도 가치

출처: Spencer & Spencer(1993); 이홍주(2014), 전게논문, p.18 재인용.

<그림 2-1> 역량구조의 내면과 표면

52) 이권재(2014), 전게논문.
53) McCelland, D.(1985), “Testing for competency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Vol. 28, No. 1, pp.1-14.
54) Spencer, L. M., Spencer, S. M.(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J: John Wiley &Sons.



388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둘째, 역량은 인과관계를 가진다. 역량은 동기, 특질, 자기개념을 통해 기술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역량에는 항상 의도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적 행동은 업무성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기술적 역량의 이면에는 반드시 동기, 특질, 자기개념이 있어서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도록 

추진력을 제공한다. 다음 <그림 2-2>에서와 같이 역량은 성과지향적 특성을 지닌다.

개인적 특성 행동
직무
수행
결과

의도 행위 결과

· 동기
· 특질
· 자기개념
· 지식
· 기술

출처: Spencer & Spencer(1993); 양은하(2010), “교수역량(Teaching competency) 진단도구 개발 :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그림 2-2> 역량의 인과 관계 모델

  셋째, 역량은 준거를 참조한다. 역량은 어떤 사람의 우수성이나 무능력을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의해 예측할 수 있다.

  진미석, 주휘정, 손유미는 역량은 단순히 전문지식과 기술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 수행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55). 또한 오헌석은 일반적으로 

역량은 ‘직업에서 주어진 과업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

였다56).

  시대별 역량의 다양한 학문적 논의들이 발전하여 응용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연구자별 역량의 의미

는 다음의 <표 2-12>와 같다.

  최미나는 교수역량은 가르침이 일어나는 맥락에서 형성되는 복잡한 활동에 관련되고,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라고 하였다57). 그리고 박보경은 기업교수자의 

역량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이미지관리, 교수자의 자세, 마케팅이 포함된 자기관리 역량

  둘째, 태도와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대인관계 형성 역량

  셋째, 지식과 교안준비가 포함된 체계화된 교육준비 역량

  넷째, 표현력이 포함된 교육진행 역량

55)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9권 제4호 
통권 제84호, pp.461-486.

56) 오헌석(2007),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경영학 연구 제47집, pp.191-213.
57) 최미나(2006), “대학에서의 교수역량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교수역량 진단 방안 탐색”,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이홍주, 전게논문, p.2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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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연구자별 역량의 정의

연구자 역량의 정의

McClelland(1973) 현장에서의 우수한 직무성과를 예측하게 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

Klemp(1980)
어떤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내재적 
특성

Boyatzis(1982)
외적 성과 준거에 비추어 평가하였을 때 효과적인 행동과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일반적인 지식, 기술, 특질, 동기, 자기이미지 혹은 사회적 역할

McLagan(1982) 직무나 역할 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

Fletcher(1991)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무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

Carbin(1993)
바람직한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알아야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능력

Dobious(1993)
역량은 삶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

Spencer & Spencer(1993)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과 인과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가능
하게 하는 동기, 특질, 자기개념, 지식, 기술 등 개인의 내적 특징

Stribler & Bevans(1996)
업무영역에서 새로운 상황에 지식과 기술을 전이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Parry(1996)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체

Rothwell(1999) 우수 수행자와 평균수행자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행동

Schippmann(1999)
역량은 측정가능하고, 업무와 관련되고, 개인의 행동적 특징에 기초한 특성 또는 
능력

Green(1999) 직무 목표달성에 사용되는 측정 가능한 업무 습관 및 개인적 기술에 대한 증거 자료

출처 : 오헌석(2007), 전게논문, 김명선(2014), “초등교사의 직무역량과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 경인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화 유도 역량으로 정의하였다58).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학업성적 결정의 주요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사의 질, 교장의 능력, 학생의 자질로 구분하고 시설이나 교육과정보다는 교사의 질이 학습자의 

학업성적과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강사의 태도와 강의스킬 등 교수자의 긍정적 특성이 

증가할수록 교육생들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이를 학습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다59).

 

나. 강사의 역량 측정모형

  1988년 국제연수협회는 학습전문가에게 요구되는 14가지 능력을 발표하였다. 교수자에게 가장 포

괄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아래 <표 2-13>과 같다.

58) 박보경(2009), “기업교육교수자의 역량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9) 양성진(2013), “조리교육기관 강사의 자질과 교육환경이 만족도와 재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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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교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1) 학습자료와 학습자 정보분석

2) 교수환경의 완비 확인

3) 교수자로서의 신뢰확립과 유지

4) 학습환경의 관리

5)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6)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7) 효과적인 질문능력과 기법

8) 학습자의 피드백 요구 충족

9) 교수방법의 적정 활용

10) 강화와 동기유발

11) 효과적인 매체 이용

12) 학습자 성취도 평가

13) 교수활동 평가

14) 평가정보의 기록, 유지

출처: Gelley, J. W., Eggland, S.A.(1990),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Boston”, M.A., : Addison-Wesley 
Publishing. 장한별(2011), “기업교육강사의 강의 전문성 발달 연구”, 숙명여대 여성인적 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은하는 교수의 역량을 강의역량과 기본역량으로 나누었다60). 이 중 강의역량은 확고한 교육철학, 

전문적 교과지식, 강의개발, 강의운영, 퍼실리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성취도 평가 및 피드백, 강의효

과성에 대한 8개의 역량으로 구성하였고, 조직역량을 포함한 기본역량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 직업윤

리 및 도덕적 가치, 열정적 태도,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 다양성의 존중, 자기개발 및 글로벌 마인드

의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강의역량과 기본역량의 2개 영역을 아래의 <표 2-1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4> 교수역량 진단도구 문항

영역 진단항목 영역 진단항목

Ⅰ.
강
의
역
량

확고한 교육철학

Ⅱ.
기
본
역
량

학교에 대한 자부심

전문적 교과지식 직업윤리 및 도덕적 가치

강의개발 열정적 태도

강의운영 학생에 대한 애정관심

퍼실리테이션 다양성 존중

커뮤니케이션 자기개발

성취도 평가 및 피드백 글로벌 마인드

강의효과성에 대한 자가진단 및 성찰

출처 : 양은하(2010), 전게논문.

60) 양은하(2010),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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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역량과 기본역량의 각 항목별 진단문항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확고한 교육철학의 진단문항은 첫째, 교수로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뚜렷한 교육관)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효과적인 학습과정에 대해 평소에 고민하고 강의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셋째, 나의 교육철학에 대해 학생들과 공유한다.

  전문적 교과지식의 진단문항은 첫째, 교과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교과와 관련된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충분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과와 관련된 지식

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한다.

  강의개발의 진단문항은 첫째, 학생들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해 교수방법 및 전략을 계획한다. 둘째, 

현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수업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해 교육내용을 구성한다. 셋째, 교육내용

을 체계적/논리적으로 구성한다.

  강의운영의 진단문항은 첫째,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강의계획안을 철저하게 작성한다. 둘째,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이 교과목 전체 및 각 주차의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안을 상세히 

설명한다. 셋째, 강의를 시작할 때 그날의 수업주제와 학습내용을 안내한다. 넷째,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풍부한 예시/사례/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수업 중 중요한 내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강조한다. 여섯째,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인터넷이나 컴퓨터 기술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다. 일곱째, 

수업을 마무리 할 때 강의내용과 활동을 종합, 정리한다. 여덟째, 학생들에게 수업내용이 잘 전달되었

는지 확인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퍼실리테이션의 진단문항은 첫째, 학생의 다양한 사고력(창의력, 문제 해결력, 비판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한다. 둘째, 학생의 지적인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셋째, 학생들 

간의 협동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문제(학생과의 문제, 기자재의 문제 등)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이 진단문항은 첫째,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통하여 강의내용을 명확하고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한다. 둘째,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하고, 핵심내용을 파악한다, 셋째, 학생들이 

말한 것에 적절한 답변과 피드백을 제공한다.

  성취도 평가 및 피드백의 진단문항은 첫째, 학생들에게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알려주고, 

학습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둘째, 평가결과에 대해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

한다. 셋째,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및 시험답안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강의효과성에 대한 자가진단 및 성찰의 진단문항은 첫째, 강의가 끝난 후 잘된 점과 향상이 필요한 

점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한다. 둘째, 강의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동료 교수들로부터 

피드백을 얻고자 노력한다. 셋째,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강의 내용 및 방법을 보완

한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의 진단문항은 첫째, A대학에서 A대학인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둘째, 훌륭한 A대학인들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학습동기를 부여한다.

  직업윤리 및 도덕적 가치의 진단문항은 첫째, A대학의 교수로서 신분에 합당한 윤리규범을 준수한

다. 둘째,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처를 항상 밝힌다. 셋째, 학생들과

의 약속(수업시간 지키는 것, e-mail 답변, 피드백 등)은 지키려고 노력한다. 넷째, 학생들과 지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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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가져야하는 실천적 자세(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 사랑, 나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열정적 태도의 진단문항은 첫째, 학생들에게 최고의 수업경험을 주기위해 항상 연구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열의를 다해 수업한다. 셋째,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도전을 주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준다. 넷째, 정성을 다해 강의함으로써, 강의 후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학생에 대한 애정관심의 진단문항은 첫째,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둘째, 강의시간 

외에도 학생들과 자주 접할 기회를 갖고, 종은 관계를 유지한다.

  다양성 존중의 진단문항은 첫째, 학생들의 다양성(인종, 성별, 연령, 장애, 형편 등)에 대해 배려한

다. 둘째, 학생들의 생각이나 입장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셋째, 인접 학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학문적 관점들에 개방된 시각을 갖는다.

  자기개발의 진단문항은 전공분야의 연구 활동 및 독서활동을 꾸준히 한다. 둘째, 미래에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째, 강의효과개선에 도움이 되는 교수법 향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글로벌 마인드의 진단문항은 첫째, 해외저널에 연구물을 게재하고, 전공 관련 세미나 및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외국에 있는 학교/교원들과의 상호 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외국어로 강의할 수 있다61).

다. 창업교육강사의 역량 모델링

   현재 창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들의 역량을 살펴보면 첫째, 창업학, 경영, 마케팅 등을 전공

하였거나 학문적 지식이 있어야하고, 둘째, 실제로 창업을 하여 성공 혹은 실패 경험이 있어야하고, 

셋째, 기업체 강의 경력이 풍부한 강사들이 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즉, 창업교육강사란 미래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에게 학문이나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토대로 기업가정신을 포함한 아이템 검증, 비즈니스모델, 경영, 기술, 마케팅, 단계별 

각 기관이나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투자자로부터 성공적인 투자금 유치 등 창업의 시작부터 창업지원 

및 경영 성공을 위해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를 이해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실행력

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다.

  첫째, 전문성이다. 강사는 창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을 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강의에 

활용하여야한다.

  둘째, 교수기법이다. 강사의 자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강의운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강사는 

직업윤리 및 도덕적 가치관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이미지관리, 강의 시 교수자의 자세, 강의스킬, 

마케팅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수업방식의 하나인 퍼실리테이션이다. 창업교육은 다른 교육과 달리 교육생의 창의력과 자신

감, 실행력, 창업의지 등을 끌어내야한다. 이유는 창업교육의 목적이 다른 교육과 달리 생활의 불편에

61) 양은하(2010),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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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는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개발을 끌어낼 수 있게 하여야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 사업화하여 실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최근 

정부나 엔젤투자자 또는 벤처투자자들에게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여 단계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육생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2-15>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 시 지원 사항

구분
전체

인원 비중(%)

취업박람회 직접체험 55 24.0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48 21.0

전문가의 창업 경험에 대한 강의 53 23.1

창업 동아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 34 14.8

학교에서 창업아이템 활성화 교육 39 17.0

총계 229 100

출처 : 김재동(2007), 實業界 高等學校 創業敎育(bizcool)의 影響과 進路選擇에 關한 硏究,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넷째, 인성 및 태도이다, 강사가 아무리 창업 지식과 학문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다 해도 교육생을 

대하는 태도가 열정적이지 않고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면 교육생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힘들다. 특히 창업교육은 창업의지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교육생을 대하는 태도가 

적극적이고 교육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강사의 열정적인 태도

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인성 및 태도의 역량을 진단하고자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이다. 강사가 수많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콘텐

츠가 있고 강의 노하우가 있다 하여도 교육생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수업에 참여시키지 못한다면 강사

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의운영 시 사용되는 다양한 매체활용과 

수업주제와 목표를 이해시키고 강의내용의 전달력에 대해 역량을 진단하고자 한다.

  여섯째, 창업여부이다. 김재동의 연구62)를 보면 창업교육프로그램 참여시 지원사항 설문 항목 중 

아래 <표 2-15>와 같이 ‘전문가의 창업 경험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황보윤의 연구63)에 따르면, 창업대학원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그저 그렇거나 불만

족’으로 응답한 이유를 자세히 보면, ‘실무경험이 부족한 교수가 많다’ 43.3%, ‘깊이 없는 강의를 한

다.’ 17.7%, ‘땜질식으로 교수를 투입 한다’ 13.3%, ‘준비가 부족한 교안이 많다’ 6.2% 순으로 나타났

다. 실제 창업학이라는 학문이 있지만 학문을 익힌다고 하여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위 연구의 

62) 김재동(2007), “實業界 高等學校 創業敎育(bizcool)의 影響과 進路選擇에 關한 硏究,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3) 황보윤, 최종인(2012),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자 양성”,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제7권 제1호, 
pp.207-214, 제7권 제2호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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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창업 교육에서는 다른 학문과 다르게 교육생들이 강사의 실무경험을 통해 

실전을 익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창업 강사에게는 창업경험도 역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창업교육의 컨텐츠

  대표적인 창업교육의 선구적인 학자인 Ronstadt는 체험중심의 비정형적 자유형의 교과과정 중심

의 새로운 관점에서의 학교(new school)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64), McMullan & Long은 성장 

사업단계(growth venture position)를 바탕으로 전략적 독창성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65). Vesper는 

창업을 사업시작 단계(start-up position)로 제시하고 있고66), Shapero는 창업은 개인의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기업가적 사건(entrepreneurial event)모형을 제시하고 있다67). 창업 기업가

에 대한 교육과 연구로 유명한 Timmons는 자신을 포함한 창업의 3요소 기회, 자원, 팀을 모형으로 

제시한다68). Hisrich와 Peter는 기업가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요구되는 능력의 

형태를 기술적 능력, 경영 능력, 개인적 기업가 능력 등을 주요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69).

가. Ronstadt의 관점

  Ronstadt는 세계 제일의 창업교육 전문기관으로 인정받는 Babson College의 창업교육을 체계화

시켰으며, 미국 내 기존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점과 내용, 방법들을 새롭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낡은 관점에서의 학교(Old school)는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학교(New school)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존의 일률적인 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업하는 시기와 창업의 이유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전제하여 창업활동을 

활발히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과정에서도 체험적 학습방법을 강조

하여, 구조화된(Structured) 교실에서 강의를 통해서 창업과 관계된 사실과 개념들(Facts and 

Concepts)을 체득한 후 기술을 익히는 단계에서부터 점차 실습을 통한 비정형적인 체험적 학습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창업교육의 과목 역시 구조화된 정형적인 과목에서 출발하여 비정

형적인 자유형의 교과과정으로 창업과정에 따른 교과목 설계를 제시하였다.

64) Ronstadt(1985) 전게논문.
65) McMullan, W. Ed., Wayne, A. Long(1990), 「Developing New Ventures: The Entrepreneurial Option」, 

New York, N. Y. : Harcourt Brace Jovanovich.
66) Vesper, K. II., McMullan, W. E.(1988), Entrepreneurship: 「Today Courses, Tomorrow Degrees? 」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1), pp.7-13.
67) Shapero, A., Sokol, L.(1982),「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Encylopedia of 

Entrepreneurship」. Edited by Calcin A. kent, Donald L. Sexton, and Karl H. Vesper, Englewood 
gliffs, N. J.: Prentice-Hall. pp. 72-87

68) Timmons, J. A.(1994) :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광원섭 
외 역(2001),「새롭게 벤처만들기」, 다해.

69) Hisrich, R., Peter, M. P. (1986), “Establishing a new business venture unit within a firm”,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pp3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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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Ronstadt(1985) 권혜진(2016),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대학생 창업교육 컨텐츠 개발, 
한밭대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재인용.

<그림 2-3> 창업과정 교과목 설계구도

나. McMullan과 Long의 관점

  McMullan과 Long은 창업에 있어서 전략성(Strategy)과 창조성(Creative)의 관점을 강조하여, 

창업교육의 과정에서도 새로운 사업의 탄생과정과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이라는 전략적인 도전

의 문제를 다루도록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창업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사업경영능력, 창조성과 혁신 등이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70)고 했다. Vesper가 창업을 

사업의 시작단계(Start-up)로 규정하였다71)면, McMullan과 Long은 창업의 범위를 시작단계는 물

론 충분한 자생력을 갖게 되는 성장 진입단계（Growth Venture Position)까지를 범주로 보았기에 

창업교육의 목적, 주제, 범위도 확장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들은 기초과목으로 창업을 

공부하는 이유, 창업이론의 역사적인 연구, 전략적 사업개발, 신사업의 조립, 창조성, 창업의 도전적 

문제들, 창업이 요구하는 도구와 재능, 전략적선택의 탐색, 환경적 지원, 신사업 잠재력 평가, 주제별 

사례들을 제시하였다72).

70) McMullan, Long(1990) 전게논문.
71) Vesper(1988) 전게논문.
72) McMullan, Long(1990)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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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사업체 성장단계 진입시 도전적 상황

Identifying Realisable Opportunities

Designing Feasible Products

Planning Resource Requirements

Negotiating  Resource and Client Contacts

Engineering Efficient Production

Regularising Sales Revenu

Standardizing Operating Performance

Expanding Strategically and Opportunistically

Professionalizing Middle Management

Institutionalizing Innovative Capacity

출처 : 권혜진(2016), 전게논문, p.13.

다. Vesper의 관점

  창업교육 분야를 체계화시킨 선구자격인 Vesper는 창업을 사업의 시작단계(Start-Up)에 국한시

켰으며, 창업에 관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고 제시하면서 창업의 성공에는 많은 다양성이 있지만 성공

에는 반복적인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믿었다. 이렇듯 성공한 기업가들에 의해 검증된 기법(Skill)을 

창업교육의 우선적인 대상으로 생각했으며, 창업교육도 사업진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수준을 전

략단계와 기술적 실행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간접적인 사례교육에 의하여 지식과 

기술을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발견된 기회를 빈틈없이 익히도록 하는 학습방

법을 제기하고 있다73).

<표 2-17> Vesper의 창업교육 내용

사업의 기본 이해

(basic business 

understanding)

창업 전략

(new venture 

strategies)

창업 기법

(new venture 

mechanics)

창업 실제 경험

(new venture 

experience)

벤처 관계 특수 지식 ○ ○ ○

기회 관계 특수 지식 ○ ○ ○

일반 창업 관계 지식 ○ ○ ○ ○

일반 사업 관계 지식 ○ ○

출처 : Vesper(1982), “Research on Education for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권혜진(2016), 전게논문, p.14 재인용

73) Vesper(1988)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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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hapero의 관점

  Shapero는 기존의 창업교육을 담당하던 학자들이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창업을 위한 

기법이나 지식들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리 기업가적 사건(Entrepreneurship 

Event)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기초로 창업교육에 관한 과목을 설계하였다74).

Specific Desirabilities
(구체적인 욕구)

Perceived Desirability
(지각된 욕구: 창업욕구)

Propensity to Act
(행동 성향)

Perceived Feasibility
(지각된 적성: 성공가능성

Perceived Self-Efficacy
(지각된 자기 효능감)

Intentions

  출처: N.F. Krueger, Jr & M.D. Reilly & A.L. Carsrud(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 pp. 411-432, 권혜진(2016), 전게논문, p.16. 재인용.

<그림 2-4> Entrepreneurial Event Model (SEE 모델)

  개인의 창업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는 개인이 해고 

등의 상황으로 정상적인 진로에서 탈락되어 실망적인 상황이 전개될 때 창업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부정적 이탈(Negative Displacement), 졸업이나 군 제대 등의 과도기적 공백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

여 창업을 선택하는 과도기적 공백, 동업제의 등의 긍정적인 유인에 의하여 창업을 시도하는 적극적 

유인(Positive Pull)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기하며,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의 집합적 작용을 창업

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창업가의 부족한 결함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창업이라는 사건의 발생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라는 발생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발생조건이 

개인에게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창업사건이 발생하게 됨을 강조하였다. 기존의 창업교육이 창업과 성

공을 위한 노하우(Know-How)에 치중되어 있어, 부족할 수 있는 결함들을 Shapero는 기업가적 

행위를 자극하는 외적인 요인들의 집합적 작용을 창업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Shapero는 창업을 발생시키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개인적 변수로 창업욕구에 대한 인식

(perception of desirability)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feasibility)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Shapero는 “창업사건은 개인의 외적인 요인인 3가지의 환경요인과 내적인 요인인 2가지의 

인식이 집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Shapero는 ‘기업가적 행위를 자극하는 요인을 

창업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 기존의 창업교육이 주목하지 않은 외적요인을 포함시키려고 하였

74) Shapero(1982)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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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hapero의 모델은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지각된 욕구’는 ‘개인의 마음속에 

생기는 창업에 대한 개인의 매력’으로 정의하였다. ‘지각된 적성’은‘개인적으로 창업한다는 것이 가능

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75).

자금시장 상황

기회 자원

팀

사업계획서

조화와 불균형

의사소통

리더쉽창조력

외부요인애매모호함

불확실성

창업자

  출처: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Edition(2003), 권혜진(2011), 
전게 논문, p.17 재인용.

<그림 2-5> 창업의 3요소

마. Timmons의 창업 3요소

  Timmons는 고전적인 창업의 의미를 “무에서 새로운 벤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고 새로운 

창업의 의미는 그 이상의 것을 뜻하며,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소리없는 

혁명이라고 하였다.

  Timmons는 주요저서인 (New Venture Creation4)를 통하여 창업의 3요소를 기회, 자원, 팀이라

고 하고 창업자를 자신을 포함한 창업의 3요소의 조화와 균형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리고 

팀과 기회, 자원의 3가지 요소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어떻게 독특하게 화합될 수 있는지 여부야말

로 사업을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75) 상게논문.
    남정인(2013), “창업멘토링이 창업태도와 창업의도 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산업·창업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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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Hisrich와 Peter의 관점

  Hisrich와 Peter는 기업가(entrepreneurship)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skills)이 필요하다고 보고, 

요구되는 능력의 형태를 기술적 능력·경영능력·개인적 기업가 능력 등을 주요한 영역으로 구분하였

다. 이것은 창업교육을 위한 내용으로써 창업교육에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의미하며 <표 2-1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18> Hisrich와 Peter의 창업교육 내용

기술적 능력 경영능력 개인적 기업가 능력

작문
의사표현능력

환경분석
기술사업경영

기술
대인관계

조직설계능력
인맥망 구축

경영형태
코칭

팀조직

계획과 목표설계
인적관계
마케팅
재무
회계

경영관리
관리
협상

신사업착수
경영능력향상

내부통제
위험부다

혁신
변화추구
지속성

비전을 가진 리더

자료 : 반성식(2003, “창업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진주산업대 논문집, p.132.

  이상으로 대표적인 학자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았으며, 각 학자마다 고유한 정의와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대립적인 별개의 개념으로 분리해서 보기보다

는 개별 관점들의 장·단점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창업을 정의해보고,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종합한 결과를 기본으로 연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창업교육이란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실행해나가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기업가정신과 프로세

스 전반에 관련된 지식, 기능, 방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참고로 위에서 살펴보

았던 대표적 학자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점들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2-19>와 같다76).

<표 2-19> 창업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

구분 Ronstadt McMullan & Long Vesper Shapero

창업에 관한 관점 New school Growth Venture Position Start-Up Position Entrepreneurial Event

강조점 체험적 학습방법 전략과 창조성 창업계획
창업발생조건과
개인동기요인

창업교육의 범위
창업과정에 따른

교과목 설계
창업초기과정과
성장 진입단계

창업의 시작단계로 한정
창업발생조건

개인동기
창업기술/지식

자료 : 한길석(2007) “창업교육 체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경영교육논총 제47집, 한국경영교육학회, p.387.

76) 김용태(2009), “창업교육의 효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창업대학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
보학 교육에서 정보이용자교육 교과과정 모형개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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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학자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첫째, 창업교육의 목적은 창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기회발견 단계

와 창업 준비단계, 창업단계의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회발견단계의 관점에서는 창업기

법을 익히기 전에 사업기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창업 전의 기회발견

단계로 보고, 창업 준비단계와 창업단계는 창업의 시작부터 성장 진입단계까지의 필요한 내용을 포함

해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둘째,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잠재적 창업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가(entrepreneurship)에

게 요구되는 능력의 형태를 기술적 능력·경영능력·개인적 기업가 능력 등을 주요한 영역으로 구분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77)

제3절 창업교육의 활성화 방안

1. 창업교육의 서비스 품질 제고

  창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창업교육의 서비스 품질 제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78)

  첫째, 대학의 창업교육현장에서 제공 되어지는 교육시설과 직원의 용모 등에 대한 유형성이 시간엄

수와 명확한 출결관리,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요청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등의 신뢰성과 이를 

포함한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등 4가지 요인은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소로 이는 교육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자가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역량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성취역량,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과 융합적인 적용, 참신하다는 평을 받는 등의 창의성 역량

과 이를 포함한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 등 3가지로 구성된 창업역량은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과 

교육만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며, 교육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

  셋째,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은 교육만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창업역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정리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창업교육기관은 제시한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스스로 서비스 품질의 

평가가 가능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의 개선할 수 있다.

  둘째, 각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들의 교육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요인을 강화

하여 학생들의 교육만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각 교육기관에서는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창업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토대로 교육생

들이 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77) 권혜진, 전게논문, pp.10-19.
78) 곽동신, 전게논문, pp.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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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교육생들의 교육만족은 창업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성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교육만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만족이 교육생들의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창업역량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

는 결과를 통하여 창업성과에 해당하는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편성이라는 컨텐츠에서 창업

역량을 높이는 요소가 비중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2. 창업교육의 만족도 제고

  창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창업교육의 만족도 제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79)

  첫째, 창업교육만족요소인 창업교육내용만족과 창업교육과정만족을 독립변수로, 창업의지를 종속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내용만족과 창업교육과정만족 모두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창업교육만족인 창업교육내용만족과 창업교육과정만족을 독립변수로, 내부정보숙지와 외부

정보숙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내용만족과 창업교육과정만족 모두 내부정보

숙지와 외부정보숙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에서와 같이 창업교육만족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

라 창업과 관련된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외부정보와 창업 아이템 및 기술과 관련된 정보-내부정보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지를 고취

시키고 창업과 관련된 내 ‧ 외부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창업교육의 근본 목적을 잘 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관련 정보들의 매개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창업관련 정보의 숙지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창업교육은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과 창업의지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

며, 창업과 관련된 정보들의 숙지 또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만족스러운 창업교육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의지 향상에는 창업교육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3. 창업교육의 강사 역량강화 

  창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창업교육의 강사 역량강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80)

  창업교육강사의 역량을 향상시켜 더욱 전문화 된 콘텐츠와 창업유형 및 각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을 

수업하고 있는 창업교육강사가 설계하여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교육생들의 창업의지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의 구성요소 19개를 

79) 오현진, 전게논문, pp.49-57.
80) 이홍주, 전게논문,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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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전문성, 수업방식, 인성 및 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창업유무의 5개의 범주요인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강사의 역량 중 전문성, 수업방식,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순으로 교육생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교육생만족도는 창업교육강사의 수업방식, 인성 및 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를 통한 

창업의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교육강사의 

전문성과 창업유무는 창업의지를 향상 시키는데 교육생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도출된 결과에 의하여 창업교육강사의 5가지 역량은 전문성, 수업방식(퍼실리테이션), 인성 및 태

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창업유무 중 전문성, 수업방식(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

설계가 교육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교육강사의 

역량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교육생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전문성과 창업유무가 완전매개로 

교육생만족도가 창업의지를 강화시켰고, 수업방식(퍼실리테이션), 인성 및 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에도 부분매개로 창업의지를 강화시키는 경로가 부분적으로 존재함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교육생만족도로 인해 창업교육강사의 역량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창업교육강사들은 교육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강

사의 역량인 전문성을 높여 기업가정신 함양, 소자본부터 기술창업의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사업계획

서 작성법, 공공기간 및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 및 자금 지원 방법, 회계, 사업자

등록 절차, 마케팅, 네트워킹, 인사조직 경영, 리스크 관리 등의 영역별 전문성을 갖추고 창업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및 창의성을 발취하여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육생에 맞는 다양한 수업방식을 기존의 교수법과 같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퍼실리테

이션 기업을 개발하고 수업내용을 개발 및 설계하여 교육생만족도를 높여야 창업의지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4. 창업교육의 컨텐츠 개발

  창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창업교육의 컨텐츠 개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81)

  전술된 학자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교육과정이라는 컨텐츠의 개발과 관련하여 시사점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의 목적은 창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기회발견단계와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의 세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기회발견단계의 관점에서는 창업기법을 

익히기 전에 사업기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창업 전의 기회발견 단계로 

보고, 창업 준비단계와 창업단계는 창업의 시작부터 성장진입 단계까지의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81) 권혜진, 전게논문, pp.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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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잠재적 창업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가(entrepreneurship)에

게 요구되는 능력의 형태를 기술적 능력 ‧ 경영능력 ‧ 개인적 기업가 능력 등을 주요한 영역으로 구분하

여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창업교육은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적성,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는 좁은 의미의 해석에서 체계적인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창업교육이 여러 곳의 교육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교육, 협회와 정부기관과 일반기관에서의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나 체감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창업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

여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론에서 전개된 창업교육의 변인을 창업교육의 서비스 품질, 창업교육의 만족도, 창업교육의 강

사, 창업교육의 컨텐츠로 범주를 설정하고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많은 학자들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창업교육의 서비스 품질은 창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는 서비스 품질 

측정 항목들을 이용하여 스스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면 창업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교육의 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창업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창업교육은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과 창업의지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창

업과 관련된 정보들의 숙지 또한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만족스러운 창업교육에 비하면 

그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창업의지 향상에는 창업교육의 만족도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창업교육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창업교육강사의 5가지 역량인 전문성, 수업방식(퍼실리테이션), 인성 및 태도,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 창업유무 중 전문성, 수업방식(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개발 및 수업설계가 교육생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창업교육강사의 역량인 전문성을 높여 기업가정신 함양, 소자본

부터 기술창업의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공공기간 및 벤처캐피탈 또는 엔젤투자자

로부터 투자유치 및 자금 지원 방법, 회계, 사업자등록 절차, 마케팅, 네트워킹, 인사조직 경영, 리스

크 관리 등의 영역별 전문성을 갖추고 창업의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및 창의성을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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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취하여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육생에 맞는 다양한 수업방식을 

기존의 교수법과 같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퍼실리테이션 기업을 개발하고 수업내용을 개발 및 설계

하여 학생만족도를 높여야 창업의지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창업교육의 컨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창업교육은 사업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적성,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는 좁은 의미의 해석에서 체계적인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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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현장중심의 대학 창업교육 방안 (소셜앙트러프러너십 함양 및 사회적기업 창업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조세근 참여 포럼위원 김기홍 위원

요약

ㅇ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서는 환경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혁신적이고 

진취적이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 및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이 가장 기초적인 과제이기에 

사회적기업 관련 인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미래의 사회적기업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음.

ㅇ 소셜앙트러프러너십(사회적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안에 대해 개발하여, 사회적 기여를 위한 아이

디어를 사업화하는 방법론을 제공하며, 사회적기업 창업의 이론적 이해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방법론 

제공

ㅇ (정성적 기대효과)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 및 이해력 제고하고, 도전정신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 성공확률을 제고한다.

ㅇ (정량적 기대효과) 향후 보고서를 기반으로 1년에 20개 대학, 40개 수업, 120명 학생이 수업을 통해 

소셜앙트러프러너십 역량을 갖춘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하며, 활성화 한다.

색인어

한글 : 사회적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사회적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 창업

영어 : Soc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erprise, Social Entrepreneur, Social Enterprise Creation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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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전 세계는 급진적 경제발전과 신자본주의의 확대에 의해 나타나는 고용불안, 가족 해체, 

인구 고령화, 빈부 격차 심화 등 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탈산업 사회의 사회적 현상은 질병, 빈곤 등 ‘구 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확대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 및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인하여 소득 

양극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대외변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취업난이 심화

되고 있으며 고용 불안과 실업이 장기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기존의  단순한 ‘부의 균등한 재분배’에서 발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생산적 사회정책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복지 개념으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도 1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 및 육성하고 있다.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해서는 환경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혁신

적이고 진취적인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 및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일은 더없이 

시급한 과제이다. 

  박찬임(2008)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

서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능력을 제고하면 더 많은 사회적기업가

를 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원봉(2009)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연구에서 실제로 많은 사회

적기업가들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교육훈련 투자가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조영복(2009)은 사회적기업의 성공은 경영 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가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업적기

업가와 종업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규 교육기관 대학교는 <표 3-1>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특화 과목, 경영학 관련 과목, 

기타 개별프로그램 등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통해 각 교과목의 실시 시간 및 비중 등으로 나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까지도 사회적기업 관련 전공 및 학과의 개설이 적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과 연구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하여 소셜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한 정규 학위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소셜앙트러프너십 함양과 이론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급한 실정이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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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소셜앙트러프러너십과 사회적기업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체계적이고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 및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건전한 문제의식과 함께 이를 생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업가적 방법(Entrepreneurial Methods)을 활용하는 과정을 학습 및 경험할 수 

있으며, 소셜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전반적인 과정을 실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현장중심의 대학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소셜앙트러프러너십 함양 및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을 함에 

있어 우선 선행되어야할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응양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

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별로 발생양식과 구체적인 조직형태 및 기능이 다르

기 때문에 하나로 통괄하는, 그리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념화되기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기업이 국가별로 다른 형태와 명칭으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각 국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발전과정을 겪어왔을 만큼 다양하고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남승연 외, 2010).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적인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중시하며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 대다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Alter, 2007; Cochran, 2007; Crossan et al., 2004;Gould, 

2006; Gray et al., 2003; Haugh, 2006; Laville, 2003; Pearce, 2003;Smallbone et al., 

2001; Thompson & Doherty, 2006). 

  Alter(2007)는 사회적기업을 ‘사회 문제의 해결, 시장 실패의 극복과 같은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센터’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Cochran(2007) 역시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며 존재의 이유가 주주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긍정적 사회 영향을 형성하는데 있는 

조직’으로 정의하며 경제적 목적에 앞서 사회적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적인 관점은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업적 경영방식을 추구한다(Alter, 2007; Crossan et al., 2004; Gould, 

2006; Gray et al., 2003; Haugh,2006; Pearce, 2003; Smallbone et al., 2001; Thompson 

& Doherty, 2006). 

  Crossa et el.(2004)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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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직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Borzaga와 Santuari(2001)는 사회적기업을 ‘안정적인 기업 경영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 배제의 극복이 목적인 서비스나 혹은 좀 더 일반적인 대인·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섹터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다수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거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공헌한다는 점을 정의

에서 강조하고 있다(Borzaga & Santuari,2001; Defourny & Nyssens, 2006; Haugh, 2006; 

Laville, 2003; Thompson &Doherty, 2006).   

  Laville(2003)은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

스의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형태’로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Campbell(1997) 역시 사회적기업을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데 강조

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자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표 1-1>와 같다.

<표 1-1>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참고 : 김용태(2012). 사회적기업의 창업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정부지원정책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박사학
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저자 정의

Alter(2007) 사회 문제의 해결, 시장 실패의 극복과 같은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센터

Borzaga &
Santuauri(2001)

사적 부문의 법적형태 및 관리운영 모델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는 지위와 
조직적 형태를 띠고 가치재(Merit Goods)나 집합재(Collective Goods)를 생산하는 기

Campbell(1997)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이윤을 사회적으로 보편화하고자 하는 조직

Cochran(2007)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며 존재의 이유가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닌 긍정적인 
사회 영향을 형성하는데 있음

Crossan etal.(2004)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 사회적 목적과 미션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

Defourny &
Nyssens(2006)

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결합된 조직체로 기업적 측면은 경제적, 기업적 차원에서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 판매의 지속적인활동, 높은 자율성의 정도,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경제적 위험, 
유급노동의 최소화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동체를 봉사하는 목적,시민단체에 의한 이니셔티브, 
자본소유에 바탕을 두지 않는 의사결정 권한,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적 성격, 제한된 
이윤배분 등을 충족하는 조직

Dee(1998)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기회와 혜택을 주고,이를 위해 헌신하며, 정부나 공공
영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민간조직

Haugh(2006)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을 통칭하는 집합적인 용어로 다양한 법적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비즈니스 기반의 해결책을 추구함

Gould(2006)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수익활동을 하는 비즈니스 조직

Gray et
al.(2003)

사회적 목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사용하는조직

Laville(2003)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형태

Pearce(2003)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 과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조직

Smallbone et
al.(2001)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쟁적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조직

Thompson et
al.(2002)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회적자원 동원 능력이 있거나, 그 사회문
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Thompson &
Doherty(2006)

사회적 문제 해결에 헌신을 다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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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셜앙트러프러너십(social entrepreneurship)

가.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개념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은 태동기에 있으며(Light, 2008; Weerawardena & 

Mort, 2006). 학문적 동기와 열정은 높으나 이론적 깊이가 부족한 상태이다(Roberts & Woods, 

2000).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으나(Brooks, 2009),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접

근방법으로 개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Alter &Dawans, 2008; Barendsen & 

Gardner, 2004; Dees, 1998; Mair & Marti, 2006;Shane & Venkataraman, 2000; Williams, 

2008). 이처럼 소셜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해 개념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은 다양한 관점 및 학문분야에 걸쳐져 있는 주제이며, 때때로 유사한 개념

들과 혼재되어 사용되며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연구, 비영리조직연구 등 이론적 뿌리가 다양하므로 어

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개념정의가 다르다. 또한, 사회적 행동주의(Social 

Activism), 사회적 서비스 제공(Social Serviceprovision)등 유사개념과의 명확한 경계 설정 없이 

혼동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된 개념 정립이 쉽지 않다.

  둘째,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을 정의함에 있어서 포괄적 개념정의와 엄격한 개념 정의 사이의 충돌이 

있으며(Mair, 2010). 소셜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해 포괄적개념 정의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의하기 힘든 우리 삶 자체의 복잡,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는 반면,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정의가 포괄적인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론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타당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협소하고, 명료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즉, 이론적 뿌리를 두지 않는 포괄적 정의는 지속적으로 개념분쟁만을 거듭하다 더 깊은 학문적 

연구로 진전되지 못한 채 진정한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한다(Martin & Osberg, 2007).

  셋째,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은 지역, 경제, 문화적 전통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구자가 속해있는 

맥락적 환경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개념 정의가 틀려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실천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정의와 해석이 틀려지는

데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을 사회적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행태적, 심리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연구자가 

있는 반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가치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즉,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은 기업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 동기, 태도, 가치관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활동이나 프로세스, 조직 내부의 운영이나 전략, 

의사결정 방법 등과 관련된 과정으로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번역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개념상의 혼란 

또한 소셜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말에는 ‘Entrepreneurship’과 정확히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는 ‘Entrepreneurship’을 통상 ‘기업가정신’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 하지만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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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말에서‘정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기업가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

의 행동, 능력 혹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강병오, 2011).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몇몇 학자들은 이를 ‘기업가정신’으로 번역하지 않고 ‘앙트르프러너쉽’으로 

원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이춘우, 1999; 김영래, 2010), 또한 최근에 국내 

최초로 Entrepreneurship 학부과정을 개설한 숙명여대도 학과명을 ‘앙트러프러너십’으로 표기하였

다. ‘Entrepreneurship’을 ‘기업가정신’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되, 기업가의 정신과 행동, 그리고 조직

단위의 가치, 행동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이론적 뿌리를 전통적인 상업적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두고 있

으며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짧은 역사에 비해 상업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지난 30여 년 동안 

경영학의 중요한 독자 영역으로 발전해 왔으며(배종태, 차민석, 2009), 역사적으로 기업가정신은 비

즈니스 영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던 벤처들의 기본토대가 되기도 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면서 학문적으로도 관심이 

증가되어왔다.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이 전통적인 상업적 기업가정신

의 매커니즘과 원리가 순수 상업적 영역을 벗어나 확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상업적 기업가정신과 

비교하여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Austin et al., 2006; Boschee & 

McClurg, 2003; Certo & Miller,2008; Emerson & Twersky, 1996; Marti.n & Osberg, 2007; 

Mort et al., 2003;Thalhuber, 1998). 

  Austin 외(2006)는 상업적 기업가정신과 비교하여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

이 있다고 제시하고 첫째는 미션의차이점으로, 상업적 기업가는 수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사회

적기업가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초점을 두며, 둘째는 성과측정의 차이점으로, 상업적 기업가정신은 

전형적으로 매출성장이나 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로 측정되는 반면,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은 측정방법

이 덜 표준화되어 있으며,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측정방법이 개별화 된다(Certo & Miller, 

2008). 셋째는 자원동원의 차이점으로, 상업적 기업가는 투자수익률이 분명하여 자본시장에서 투자

자를 유치하거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한 반면, 사회적기업가는 인적, 재무적 자원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Boschee와 McClurg(2003)은 전통적인 상업적 기업가도 돈을 기부하거나, 환경적으로 안전

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등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socially 

responsible manner)을 수행하지만 이것이 소셜앙트러프러너십과 틀린 점은 단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ornstein과 Davis(2010)는 ‘상업적 기업가의 핵심은 이익이나 주주들의 부를 최대화하면서 존경

받을 만한 지속적인 실체를 유지하며, 고객에게는 가치를, 직원에게는 의미 있는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핵심은 다른 기관에 의해 잘못 다뤄지거나 과소평가되며 무시되고 있

는 필수요소를 집어내어 사회적인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Bornstein과 Davis(2010)는 소셜앙트러프러너십과 정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비교하였

는데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은 관찰과 실험에서부터 시작해 제도화와 자체적인 적용으로 움직이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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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 반대라고 말한다. 또한 정부의 공공정책은 저층부의 세부 사항에 대해 치밀하고 세심한 

이해가 부족하며 부패와 예산방지를 위해 고안해낸 규칙과 절차가 종종 문제해결의 융통성과 대응력

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기업가들은 이러한 압박을 덜 받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있어서 

창의성과 민첩성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나.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정의와 특성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나 ‘사회적기업가

(Social Entrepreneur)’보다 정의를 내리는 것이 훨씬 어려우며, 많은 연구들에서는 실제 ‘소셜앙트

러프러너십’이 ‘사회적기업’또는 ‘사회적기업가’와 구별 없이 쓰이기도 한다. 

  이는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개념이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학자들마다 소셜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몇 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선, 한 부류의 학자들은 소셜앙트러프

러너십의 구성요소를 사회적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특질(Traits)’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사회적기업가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특성(Characteristics)이나 자질(Qualities)이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을 ‘과정(Process)’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이 단순히 사회적기업가 개인의 심리적 ․ 행동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

출하는 전체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한다. 즉, 기회의 인식에서부터 자원의 결합, 사회

적 가치 창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이라는 것이며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은 사회적기업가의 행위나 사회적기업의 ‘활동(Activities)’으로 이해한다. 즉, 변

화를 추구하고 기회를 탐색하여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활동을 소셜앙트러프러너십으로 보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는 기존의 가치에 덧붙여 부가가기를 창출하는 태도와 접근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하나의 역량(Competency)와 같아 지속적으로 발

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의 현재 위치와 현존하는 제한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가치인 반면

에, 소셜앙트러프러너십(Social Entrepreneurship)은 다양한 국제이슈 또는 사회이슈를 비즈니스 

원리를 이용해 지속가능하게 해결하는 태도와 접근 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는 기존의 가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소셜앙트러

프러너십은 그 대상이 고객의 니즈(Needs)나 사회의 수요(Demand)를 넘어 인간의 결핍(Wants)과 

사회의 문제(Issues)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앙트러프러너십’ 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소셜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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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용어 정의

연구자 정의

Boschee(1998)
도덕적인 가치관과 사회규범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기업의 본질인 이윤추구와의 
조화를 고민함

Mort et al.(2003)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혁신적 성향,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Bornstein(2004)
사회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적이고 적극적이며, 문제 
해결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도 예측이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들

Haugh(2005) 사회적기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

Mair &
Marti(2006)

새로운 자원의 획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는 과정과 이러한 자원 혼합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

Martin &
Osberg(2007)

안정적이지만 내재적으로 불공평한 균형점을 인식하고, 불공평한 균형점에서 가치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해내고 영감, 창의성, 직접적 행동, 용기, 끈기를 바탕으로, 기존의 
안정적인 상태의 헤게모니에 도전하여 새로운 안정적 균형점을 만들어 내는 것

Light(2008) 패턴을 파괴하는 변화를 통해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 노력의 과정

Thompson,
Alvy, & Lees(2000)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회적자원 동원 능력이 있거나, 
그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

Thompson,
Alvy, & Lees(2000)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회적자원 동원 능력이 있거나, 
그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

Dees(2001)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끊임없이 혁신, 적응,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며, 현재 가진 
자원의 제약을 넘어서 대담하게 행동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보이
는 것

Alvord, Brown,
and Letts

(2004)

사회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그 노력의 결과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원개발, 네트워킹, 사회통합 
등을 실천하는 것

Roberts &
Woods(2005)

사회 변화를 위한 혁신과 기회를 추구하는 것

Austin et al.(2006) 비영리영역, 민간영역, 공공영역 내에서 혁신적,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을 하는 것

Nicholls(2006)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모색과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행위 일체

참고 : 박재환, 이우진(2009).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연구동향 및 발전과제. 대한경영학회 학술연구발표대회, 2009(3).

다. 소셜앙트러프러너십(Social Entrepreneurship)의 구성요소

  Weerawardena & Sullivan(2006)은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구성요인으로 혁신추구성(Innova-

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그리고 위험감수활동(Risk Management)으로 구성된 형태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기업가들의 행동적 특성은 일반기업에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나 리더의 특성이론보다는 행동적 특성을 규명한 연구이며, 또한 Prabhu(1998)와 Sulliv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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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3)에 의해 제시된 소셜앙트러프러너십에 대한 행동적 개념화와 일치하고 있다.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개념화를 시도한 Prabhu(1998)는 사회적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은 

일반 사기업의 기업가와 같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도전은 사회적기업가의 

높은 신념에서 나오게 되며, 그 성공과 실패 모두는 그들의 풍부한 학습경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였다.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혁신추구성과 진취성, 위험관리적 행동을 요구

하게 됨(Weerawardena & Sullivan, 2006).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거나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사회적기업의 미션 달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가들은 불확실하고 동태적인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며 그들이 처한 

경쟁적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기금의 확보,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에 있어서 영리조직이 불확실하고 

경쟁적 환경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경쟁적 태도를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다(Davis et al.,1991). 

1) 혁신추구성(Innovativeness)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쟁적 환경은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

에 있어서 혁신을 강조하도록 만들고 있다. Weerawardena & Sullivan(2006)의 연구에서 보면, 

조사대상 사회적기업의 대다수가 혁신적 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

과창출을 위하여 혁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케팅,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 사회 서비스

의 전달 등과 같은 모든 부분에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2) 진취성(Proactiveness)

  사회적기업가들은 시장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제공과 시장에서의 성장을 위하여 진취적으로 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의 인식, 조직 내․외부 영향력에 대한 탐색, 효율

성 달성을 위한 계획화와 다른 사람들과의 컨설팅 등의 활동으로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을 보고 있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과거 추세에 따라 케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퇴직마을에 가고 

난 다음 호스텔로 이동하고 다음으로 홈케어가 필요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효과적인 사회적기업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높은 수준의 케어가 필요한 방향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취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위험관리활동(Risk Management)

  사회적기업가들은 조직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

게 된다. 많은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조직의 생존에 초점을 두고 위험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

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Weerawardena & Sullivan(2006)의 연구에서 보면 사회적기업가는 

영리조직의 기업가와는 다른 위험관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리조직에 있어서는 다양한 

출자나 은행대출과 같은 기금조성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기업가는 운영을 

위하여 기금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 수입의 원천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 의한 요금, 정부지원, 기부금, 스폰서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창출되지만, 정부



현장중심의 대학 창업교육 방안 ● 419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기부금 조성에 대한 경쟁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조직은 

수입원천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구성요인과 관련된 문

헌을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구성요인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조직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구성요인

Leadbeater
(1997)

비영리조직/
사회적 활동

① 활기찬 리더십 ② 한정된 자원의 창조적 활용 ③ 장기적 고객관계의 유지

Dees
(1998)

공공조직/
비영리조직

5가지 주요 차원 : 사회적 미션, 새로운 기회포착
지속적혁신, 활동의 대담함, 책임성의 추구

Borins
(2000)

공공부문 조직
① 혁신의 원천 ② 혁신 유형 ③ 혁신을 이끄는 조건 ④ 혁신의 지지자 
⑤ 혁신의 장애물 측정

CCSE
(2001)

비영리조직과 
기업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② 비영리조직의 기업가적 활동

Shaw et al.
(2002)

비영리조직/ 창조성, 기업가성향, 윤리적 활동을 사회적 창업가의 주요 특성으로 제시함

Thompson
(2002)

비영리조직/
사례연구를 통해 4가지 특성 제시 :직무창출, 사업장의 효율적 활용, 후원자 
개발, 사람에 대한 도움 활동 

Sullivan et 
al.(2003)

비영리조직/
① 사회적 미션의 수행 ② 균형된 판단 ③ 보다 나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회인식/활용 
④ 혁신적, 진취적, 그리고 위험감수성향

참고 : Weerawardena & Sullivan(2006), ｢Investigating Social Entrepreneurship: A Multidimensional Model｣, pp 23-24.

3. 국내외 소셜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 현황

가. 국내 소셜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현황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정부

주도의 각종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가 시행되고 있음

  교육과정은 사회적기업가 또는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사회적기업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주관기관에 따라 세부적으로 

중점사항 및 운영에 있어 조금씩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는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가들에게 

사회적기업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립

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한 사회적기업가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과정과 

전문경영기술 및 세부영역별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의 경영역량강화 및 사회적기업의 경영친

화적인 한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특화과정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운영한 대학 및 기관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3-1>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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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국내 사회적기업 교육현황 조합 비교

구분 교육과 대상 교육 내용 비고

고용노동부
창업입문과정

최고경영자과정
실무자역량과정

일반인
사회적기업대표

사회적기업임직원

창업안내, 사회적기업일반
경영전반(미니MBA)

권역별기관8개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리더양성과정 재학생/일반인 비학위과정(SEMI MBA)
중앙대

성균관대
부산대

대학주관

중앙대학교 학위과정(2010) 재학생(석, 박사과정) 단계별, 실무중심, 맞춤식교육

숙명여대
사회적기업가양성

트랙(2010)
재학생

사회적기업의 이해, 사회적기업 
운영론2개과목 개설

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론

(2013)
벤처중소기업학과 사회적기업개념역사, 사례, 제도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학과

(2009)
경영대학원내MBA과정

기업경영적접근(해외 MBA과정 
준용하여 개편시도

국내최초 
사회적기업 
학과개설

전북대학교
학위과정(학부)
(2013년2학기)

학부수준 교과목
팀티칭, 초청특강, 실습중심
(기초, 심화, 하이브리드형)

2013년2학기 
개설 예정

성공회대학교 학위과정(석사) 대학원 전공개설
사회복지대학원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운영, 마케팅, 
비교정책, 가치평가 등

목포대학교 학위과정(석사) 대학원 전공개설
사회적기업, 특론, 기업가론, 

창업론, 방법론, 사례 등
학과간협동과정

KAIST 학위과정(학부) 경영대생,공대생
사회적기업과 경영, 사회적금융, 
기업가정신, 소셜벤처 창업 등

2년제 전일제 
과정

연세대학교 학위과정(학부) 경영대생,공대생
사회적기업의 BM소개, 이슈토론, 

현장중심형 프로젝트관리, 
창의적문제해결력

경영대, 공대에 각 
교과목개설

고려대/KDI 비학위
소셜앙트러프러너십 

국제컨퍼런스
국내외 사례검토, 제도비교 등 고용노동부 후원

성균관대

학위과정 재학생 사회적기업소개, 경영, 사례, 효과

비학위과정
사회적기업가

(이론강의,워크샾)

원스톱 창업교육지원프로그램
(사회적기업가 선발, 교육, 

금융 지원)

경기도, 삼성과 
공동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참고 : 박재환, 김용태(2010). 사회적 가치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상업교육연구, 24(4), 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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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소셜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현황

1) 스텐포드

  ① 대표과목: 소셜앙트러프러너십,  에너지 & 청정기술, 비영리 경영 & 자선

  ② 커리큘럼

  - 퍼블릭 매니지먼트 프로그램(Public Management Program,PMP)[사회 혁신 센터(Center for 

Social Innovation) 내에 속해 있음]

  - 환경 및 사회적임팩트 관련 분야의 교육 제공

  - 디자인 스쿨의 <Entrepreneurial Design for Extreme Affordability>, <Designing for 

Sustainable Abundance> 같은 수업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사회적 이슈에 

디자인을 통한 접근을 시도

    * 사례 :  Embrace -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의 시골 빈곤층을 위해 태양력을 이용한 저렴한 

램프를 선보인 d.light,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혁신

적인 워머를 개발

    * 퍼블릭 매니지먼트 이니셔티브 (Public Management Initiative)

  - 공식적인 학교 수업 외 제공되는 학교 프로그램

  - 사회적 함의를 지닌 주제를 가지고 경영대학원 학생들은 1년 동안 팀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학술 프로젝트를 진행

  - 학생들을 외부의 조직, 리더, 지역사회와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5회의 Service 

Learning Trip 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주로 겨울, 그리고 봄 방학동안 9-12일 정도의 기간을 소요해 학생들은 중국, 대만, 캄보디아, 

남아프리카, 인도, 미국등의 국가를 방문하며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모델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음

    * 교수진 

      지속가능성, 공공 정책 기관, 조직 전략 등의 분야에서 권위있는 리더들로 구성된 PMP 의 

교수진들 역시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을 교육하는데 내실있는 역할 수행

  ③ 수강생

  - 비영리 또는 퍼블릭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

  - 영리섹터에 일하면서 사회적 섹터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

  ④ 학생활동

    * 자선을 위한 도전(C4C, Challenge for Charity):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펼치는 펀드레이징과 

봉사활동 컴퍼티션으로 1984년 스탠포드 MBA 학생에 의해 시작, 현재는 UCLA, UC Irvine, 

USC 등의 미국 서부의 9개 대학 경영대학이 참여. 1) C4C가 진행되는 주말동안 학생들의 

참여율 및 스포츠 경기 결과, 2) 1년 동안 학생 1명당 봉사 시간, 3) 1년 동안 학생 1명 당 

모금 액수를 기준으로 우승 학교를 가림. 수익금은 비영리단체를 위해 기부

    * 소셜 벤쳐 클럽 (Social Venture Club): 공공, 비영리, 영리 섹터의 흐릿해지는 경계를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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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포럼으로, 학생들은 교수진,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교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

    * 벤쳐 필란트로피 펠로우 선발 (Venture Philanthropy Fellows): 펠로우로 선발된 학생들은 

그랜트 제공 모델에 대한 지식 함양, 자선 분야의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 동료들과 개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춤화된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기회 누림. 벤쳐 

필란트로피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관은 Silicon Valley Social Venture Fund (SV2)

  ⑤ 대표 동문

  - Jessica Jackley Flannery (2007) – Kiva 의 공동설립자 (KIVA 관련 포스트: 사회적기업가여, 

IT에 접속하라: 사회적기업이 IT를 만났을 때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Jeffrey Skoll (1995) – 스콜 재단의 설립자

  - Jacqueline Novogratz (1991) – 아큐먼 펀드의 설립자, 회장 (재클린 노보그라츠 관련 포스트:  

지금은 여성시대!: 소셜 비즈니스 섹터에서 떠오르고 있는 여성 리더십 집중 조명)

  - Jonathan Reckford (1989) –  Habitat for Humanity의 CEO 

2) 하버드 대학교 –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① 대표과목: 비즈니스와 환경, 소셜 임팩트 인베스팅, 비즈니스 분야의 소셜앙트러프러너십

  ② 커리큘럼

  - 지속가능하고 임팩트 있는 사회 변화를 가능케하는 비즈니스 역량과 경영 철학을 갖춘 뛰어난 

리더들을 양성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음

  - 스탠포드와 비교할 때 연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소셜 섹터에서의 비즈니스 리더십, 비영리 전략, 공교육 등의 주제에 관한 활발한 연구 포럼을 

진행

  - 첫 해에는 사회적기업 케이스 연구를 포함한 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두 번째 해에는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혹은 관련 주제로 다루고 있는 25개가 넘는 코스 중 자신의 관심에 맞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 하버드 케네디 정책 대학원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의 수업도 수강 가능  

  ③ 학생활동

    * Social Enterprise Club:  넷 임팩트와 제휴 관계를 맺은 학생 조직으로 300명이 넘는 학생들

이 활동하고 있음 

  - Social Enterprise Conference 행사를 통해서 영리, 비영리, 공공 섹터 간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 

  - HBS 졸업생을 비롯한 활동가들의 벌이는 패널 토론, 리더들의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 학생들의 

주도로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전세계적으로 1,500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행사

    * HBS Board of Fellows: 학생들이 비영리단체의 이사회에 투표권이 없는 자격으로 참석하여, 

학생들에게는 커뮤니티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비영리단체에게는 경영대학원 학생들

의 역량을 통해 조직의 주요 프로젝트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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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대표동문

    * Mark Albion (1982): Net Impact 의 회장 (넷 임팩트에서 펴낸 보고서 관련 포스트:  취업 

준비생의 품격: 의미있는 직업을 찾는다! )

    * Lisa Hall (1993): Calvert 재단의 회장, CEO 

    * Carter Robert (1988): World Wildlife Fund 회장, CEO 

3) 콜롬비아 대학교 :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① 대표과목: 금융과 지속가능성, 교육 컨설팅 랩 (Education Consulting Lab), 성공적인 비영리

조직 (High Performing Nonprofits) 

  ② 커리큘럼

  - ‘개인, 비즈니스와 사회(IBS: Individual, Business, and Society)’라는 커리큘럼을 통해 사회

적이고 환경적인 이슈가 통합된 핵심 강좌들을 제공

  사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환경, 정치적 이슈가 걸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시킬 것인가?" 금융 시간에 "매니저는 사회적 책임 투자의 경제적 사회적 효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마케팅 시간에  "회사의 가격 측정 및 마케팅 의사 결정에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놓고 고민

  -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선택 과목을 제공

  - 소셜,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테마로 한 과목들의 인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편

  - 관련 프로그램 및 센터로는 공공 기관 및 비영리조직 관리, 국제 개발, 소셜앙트러프러너십, 

CSR 과 지속가능성을 주로 다루는 Social Enterprise Program, 그리고 지배구조,CSR, 리더

십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Sanford C. Bernstein Center for Leadership and Ethics, 그리고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등이 있음

  ③ 학생활동

    * Social Enterprise Club (SEC): 

  - 콜럼비아 대학교의 넷 임팩트 챕터. 소셜 벤처의 소셜 임팩트를 쇼케이스하는 교육적 이벤트 

개최 포함 

  - 콜럼비아 비즈니스 스쿨과 콜럼비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이후에 이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자신들의 흥미와 적성얼 탐색하고 네트워크를 제공. 유명 인사의 강연, 교수와의 점심 

식사, 지역의 사회적기업 탐방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됨

  - 2012년에는 10회를 맞이한 Social Enterprise Conference 를 7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대상

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기조 연설 연사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리베리아의 평화 운동

가인 Leymah Gbowee

    *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 비영리 이사회 리더십 프로그램(Nonprofit Leadership Program)

  - 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멘토들이 조직의 전략, 운영 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역의 

비영리단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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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대표 동문

    * Ron Gonen (2004): RecycleBank 의 공동 설립자  

    * David (2008): Frogtek 의 설립자 및 CEO 

    * Ben Powell (2005): Agora Partnerships 의 설립자

4) 듀크대학교 – 푸쿠아 비즈니스 스쿨

  ① 대표과목: 소셜앙트러프러너십 입문, 소셜앙트러프러너십 고급 세미나, 소셜앙트러프러너십 글

로벌 컨설팅 실습

  ② 커리큘럼

  - 첫 두 학기에는 필수 코스를 수강하며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이후의 여섯 학기 

동안 선택 과목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학생들이 짜서 수강함

  -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넓인 편이고 커리큘럼도 학생들의 커리어 목표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음

  - 두 개의 연구 센터에서 학생들이 심도 있게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임팩트를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지원

    * 소셜앙트러프러너십 센터(CASE: The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Enterpreneurship)

  - CASE는 비즈니스 현장의 전문가들의 생생한 모습들을 학생들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

  - CASE의 모든 교수진은 실제 사회적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교육자, 연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CASE는 ‘듀크 글로벌 건강 연구소’ 와 ‘스탠포드 공공 정책 대학원’과 협력하여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재단 및 비영리 기관 리더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사회적인 

임팩트를 창출에 관한 열띤 토론을 진행

    * 에너지, 개발, 그리고 글로벌 환경 센터(EDGE: The Center for Energy, Development 

and Global Environment)

  - EDGE는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 에너지 보존 그리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내용을 

연구

  - 교육과 커리어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에너지 시스템 관련하여 선두적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지원

  - 학생들이 지식의 반경을 넓힐 수 있도록 ‘니콜라스 환경 대확원’과의 환경 경영과정 복수 학위 

취득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학생활동

    푸쿠아 비즈니스 스쿨의 450명 이상 멤버들로 구성된 넷 임팩트 클럽(Net Impact Club)은 다음

과 같은 활동을 펼침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소셜 임팩트를 위한 듀크 컨퍼런스 (SBSI, Duke Conference for 

Sustainable Business and Soci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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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매년 금융, 마케팅, 전략, 소셜앙트러프러너십과 같은 주제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이는 컨퍼런스 

    * 녹색 주간(Green Week)

  - 푸쿠아 캠퍼스의 녹색 경영을 프로모션하고 학생들에게 환경 이슈,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을 세미나, 커뮤니티 개발, 강의 등의 활동으로 알리는 기간

    * 커뮤니티 아웃리치 (Community Outreach)

  - 학생들이 가르치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STEP, Students Teaching Entrepreneurship 

Program) 원하는 직업 찾기(JOP, The Job Opportunities Program), 그리고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기업이 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학생들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사회 개발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FLIP IT 등 포함 

  ④ 대표동문

    * Melinda Gates (1987):  The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 공동 회장

    * Paul Sansome (2002): Better World Book 의 CFO

    * Alison Levine(2000): Climb High 재단 설립자, 회장 

5) 예일 대학교 – 예일 경영대학원

  ① 대표과목: 기부금 관리(Endowment Management), 마이크로파이낸스와 경제 개발(Micro-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비영리조직의 전략적 경영(Strategic Manag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② 커리큘럼

  - 사회적 임팩트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의 분야를 접목하여 전체의 커리큘럼을 구성

  - 학생들은 비즈니스 교육의 다학제간 접근을 경험

  - 첫째 해에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이슈의 통합적인 테마들을 다룬 핵심 강의를 수강하며 다양한 

사례 분석과 문헌들을 접하게 됨

  - 예일 경영대학원의 특징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교수들이 참여한 다양한 관점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비영리, 사회적 책임 공헌,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분야의 수업을 통해 예일 대학 내의 다른 

단과대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2개의 공동 학위 중 하나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음

  - 특색이 있는 수업으로는 “글로벌 사회적기업(Global Social Enterprise)” 수업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개발 도상국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을 위한 컨설

팅을 제공합니다. 

  ③ 학생활동

  - 예일 SOM 넷 임팩트 클럽: 동문과 사회적기업 및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정기적인 동문 모임, 

인터뷰 준비 교육, 그리고 능력 개발 워크샵등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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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대표동문

    * Neal Keny-Guyer(1982): Mercy Corps 의 CEO

    * Steve Denne (1986): Heifer International 의 COO

참고 : Impact Business Review(http://blog.naver.com/impactsquare).

4. 현장중심의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앞에 논의된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현장중심의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을 제안할 수 있다.

가. 강의개요

  사회적 경제조직은 시민사회가 발달한 영국과 유럽, 미국 등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달해왔고, 

실제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장기적인 실업, 복지수혜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양극화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등도 외국과 유사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한

국사회적기업의 활동 환경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고,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생력도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과정을 통해,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탄생배경을 이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며, 사회적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

우고 실행하는 과정의 피드백을 통해 재평가와 개정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학습하며, 기업 리더

의 매트릭스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나. 교육목표

  사회적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 재평가와 

개정의 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과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리더의 매트릭스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FGI 연구를 통해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본인의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자들에

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건전한 문제의식과 함께 이를 생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

서 기업가적 방법(Entrepreneurial Methods)을 활용하는 과정을 학습 및 경험할 수 있고 소셜 비즈

니스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전반적인 과정을 실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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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영개요

1) 평가방법 및 평가요소

  평가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출석, 강의시간 발표 및 토론 참여, 그룹 

FGI, 팀 프로젝트 실습으로 구성된다.

  ① 그룹 FGI

    사회적기업진흥원, 열매나눔재단, 희망제작소, 사회연대은행 등에 소개된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로 선정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다. FGI는 소수의 응답자

들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에서 조사목적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거나 공식적인 설문조사에서 

기대하지 못한 결과를 발견하는데 있다.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대표이사) 혹은 관리자 등을 만나 사회적기업 설립 

동기, 목표, 준비과정, 애로사항 등 질문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작성하거나 대화내용을 정리한다.

  진행과정에서는 개개인 속에서 공통된 관심을 찾으며, 서로간의 상호작용 반응을 탐색한다. 최종

적으로 FGI를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에 대해서 조별로 작성하여 발표

한다.

  ② 팀 프로젝트

    소셜 비즈니스 프로젝트 실습(이하 팀 프로젝트)은 6명의 학생이 1개 팀을 이루어 학교에서 제공

되는 기초 자본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소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기초로 사회적 문제의 인식

에서부터 이의 해결대안의 제시까지 이어지는 전반의 문제해결 과정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이다.

  팀의 구성은 자동생성 기능을 통해 학생들의 팀은 구성되며, 각 팀별로 최소 6명으로 구성되며, 

각 팀에는 대표(대표이사), 재무담당, 기술담당, 마케팅담당, 영업담당, 인사담당 등의 6가지 직무

를 수행할 전담자를 배정하여 실제 기업의 경영팀 구성과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각 팀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기초자본을 토대로 사회적 문제의 인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소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화 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 및 판매한다.

  수행한 소셜 비즈니스가 최초 인식한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는지

와 본 프로젝트에서 투자된 기초자본이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수단으로써 자본화되었는지 즉,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지에 대핸 산정해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3분 미만의 UCC로 제작하여 학기 말 최종 발표를 수행하며 본 UCC 발표회시 모든 

학생들은 오디션 투표 방식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동료 평가를 수행한다.

라. 주차별 상세 교육내용

  본 과정은 정규 대학 교과(16주차)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으며, 이외에 특강이나 개별 

모듈 단위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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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차별 강의내용

주차 강의주제 강의내용 강의방법

1주 오리엔테이션
강좌소개

강좌운영 설명
강의

2주 소셜앙트러프러너십(1)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주요사례 

학습
강의+토론

3주 소셜앙트러프러너십(2)
소셜앙트러프러너십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주요사례 

학습
강의+토론

4주 사회적경제기업(1)
사회적 비즈니스의 이해와 토론

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 및 인증제도
강의+토론

5주 사회적경제기업(2)
사회적 비즈니스의 이해와 토론

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 및 인증제도
강의+토론

6주 사회적경제기업(3)
사회적 비즈니스의 이해와 토론

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 및 인증제도
강의+토론

7주 사회적경제기업(4)
사회적 비즈니스의 이해와 토론

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 및 인증제도
강의+토론

8주 CASE STUDY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토론 발표+토론

9주 사회적 문제 해결과 소셜미션 사회적 문제 해결과 소셜미션 강의+실습

10주 Design Thinking(1) Design Thinking을 통한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모델 찾기 강의+실습

11주 Design Thinking(2) Design Thinking을 통한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모델 찾기 강의+실습

12주 비즈니스 모델(1) 비즈니스모델 찾기 강의+실습

13주 비즈니스 모델(2) 비즈니스모델 찾기 강의+실습

14주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발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표 발표+토론

15주 사회적기업가 특강 사회적기업가 특강 강의+토론

16주 기말고사 학생 동료 평가 시험

  강좌 전반에 대한 소개(강좌 목표 및 운영 방법 등), 학기 운영 일정 공유, 수강생들의 기대사항 

및 수요 사항 파악, 기초 운영계획 사항 실현 가능성 점검 및 수정 보완한다. 또한, FGI 프로젝트 

및 소셜 비즈니스 프로젝트 진행 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한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는 기존의 가치에 덧붙여 부가가기를 창출하는 태도와 접근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하나의 역량(Competency)와 같아 지속적으로 발

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자신의 현재 위치와 현존하는 제한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가치인 반면

에, 소셜앙트러프러너십(Social Entrepreneurship)은 다양한 국제이슈 또는 사회이슈를 비즈니스 

원리를 이용해 지속가능하게 해결하는 태도와 접근 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이 ‘새로운 가치의 창출 또는 기존의 가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소셜앙트러

프러너십은 그 대상이 고객의 니즈(Needs)나 사회의 수요(Demand)를 넘어 인간의 결핍(Want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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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문제(Issues)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팩트 비즈니스(Impact Business)는 경제적 가치 생산은 기업, 사회적 가치 생산은 비영리 기관 

및 정부가 각각 담당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양자 간 공유 가치(shared value)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 패러다임이다.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비즈니스 기회와 혁신 아이디어

를 발굴하여야 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라는 논문에

서 기업이 사회와 공유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본연의 책무를 재정립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

할 것을 주문했으며, 기업은 오로지 경제적 가치만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는 비영리기관과 정부에서만 

대리하게 되는 것은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영리와 비영리 간 경계를 

허물고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기여해야

한다. 또한, 사회와 연결된 기업 가치사슬을 재정의하고 지역사회사회와 기업이 결합된 산업 클러스터

를 형성해 전략적 효과를 높여야함을 강조한다.

  이익이 특정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자본주의적 ‘혁신’을 넘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는 창의적인 방법으로서 ‘사회혁신’을 이야기한다. 사회혁신의 중요성과 

정의 분야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회혁신의 주체인 개인과 조직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사회혁신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사회혁신을 통해 살펴

본다. 또한 사회혁신의 중요성과 정의 분야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사회혁신의 주체인 개인과 

조직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사회혁신은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커뮤니티나 사회 전체가 요구하는 기존에 충족되지 못했던 사회

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요구가 특정 사회혁신 사례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분석하여 성공 전략과 차별점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과 사회적 목적에 따른 5개형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의 종류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및 인증방

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후 변화와 함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변해가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예측해 본다. 

  또한, 미래에는 변화의 속도와 폭이 커서 더 이상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특이점’의 시대가 옴으로써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미래의 사회의 변화 트렌

드로 고령화, 여성성 강화, 소셜 네트워크, 1인 기업, 대기업의 분사화, 일자리 소멸, 노조의 소멸, 

미디어 기업의 소멸 등의 트렌드 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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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립방법, 주요내용,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

적 협동조합을 비교분석해 본다.

  생활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지역 잠재 자원의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 혹은 마을기업을 마을공동체기업이라 하며 이런 마을공동체기업의 필수요건, 추

진방법, 추진원칙 등을 분석해 본다.

  일반적인 벤처의 개념에서 진화하여,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사회적기업인 소셜벤처에 대해서 특징, 지원제도, 경연대회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다양한 가설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아가는 과거의 

비즈니스 방법론 어떠한 투입량(Input)을 통해 어떠한 산출물(Output)을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물(Outcome)과 임팩트(Impact)를 예상해가는 구조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증대된 시대에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수많은 가설들을 실제화하면서 시장에서 통하는 하나의 비즈니스모델을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보다는 먼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가설을 찾아내는데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설의 타당성과 채산성이 높을수록 해당 비즈니스가 성공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기존의 시장조사 방법론으로는 발견되지 않던, 즉 기존의 시장 체계에서는 쉽게 포착되지 않던 소비

자의 니즈와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는 접근 중의 하나가 바로 ‘디자인싱킹(Design Thinking)' 접근

이다. 디자인싱킹을 통한 임팩트 기획은 BOP(Bottom Of the Pyramid)와 같은 시장에서도 효과적

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디자인싱킹이란?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디자인 작업의 프

로세스를 활용하는 창의적 융합적 사고방식으로서, 공감(Empathize), 정의(Define), 아이디어 

도출(Ideate), 시제품 제작(Prototype), 테스트(Test), 실현(Realize)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

다. 그 개념은 2008년, 세계적인 디자인경영 그룹 미국 IDEO 사의 CEO 팀브라운이 하바드 

비즈니스 리뷰에 디자인싱킹을 기고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함.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디자인싱킹)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큰 유행을 탄 용어이며, IDEO = Design Thinking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IDEO를 대표하는 혁신 방법이다. 

디자인사고(Design Thinking)는 디자인 분야에서 시작된 혁신 프로세스와 사고 방법으로서, 

인간을 관찰하고 공감하며 소비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

의 본질을 이해하고, 통합적 사고(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반복) 및 프로토타입과 테스트의 

실패를 반복하여 최선의 답을 찾으며,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의 구체적 형태이며 이를 교육과 

경영의 전 범위에 도입하려는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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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도상국 시장 역시 기존 시장조사 방법론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니즈와 이슈가 존재하며 시장을 

분석하는 개인의 이해도에 따라 그 결과는 무의미한 정보의 나열에 불과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자

인싱킹을 통한 잠재 사용자와 고객 관찰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비즈니스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임팩트와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고 수립할 수 있다. 

포터는 기존의 자유주의 기업 철학이나 사회적 책임 논의들 양쪽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업과 사회의 

이분법적 갈등 관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리도 이 수업을 통해 경제 영역과 사회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

  본 과정을 통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즐기고 주도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동기 부여함으로써 지

속적 도전과 실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소셜앙트러프

러너십이 근간이 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과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고용 및 삶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민사회가 발달안 영국과 유럽,미국 등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달해 왔고,실

제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장기적인 실업,복지수혜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양극화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등도 외국과 유사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도입 되었지만 한국 

사회적기업의 활동 환경 여건은 여전히 미흡하고,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자생력도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역사가 짧고 소셜앙트러프너러십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취약함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소셜앙트러프러너십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으며, 해외 대학 사례를 보

더라도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역사가 비교적 일천하여 독립적인 소셜앙트러프러너십 교과 

과정은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장중심적인 소셜앙트러프러너십 함양 및 사회적기업 창업 교육을 위해 스탠포드대학교

의 디자인 스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사회적 이슈에 디자인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는 디자인싱킹을 통한 창의적 사고법을 적용 하였으며,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평가하고 반복되는 자료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모델을 선정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가 양성되길 바란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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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주제

  창업은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이 매우 힘든 일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아무런 경험과 사전 

준비 없는 창업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신업종의 출현 그리고 고령사회화, 평생직장의 붕괴 및 평생직업의 개념의 

상실로 인하여 창업에 대한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목적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2항)

  창업자는 창업의 기본요소와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알고 업종별 창업시 고려사항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업자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계수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창업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

1. 창업의 기본 개념

1) 창업에 필요한 기본 요소

1. 창 업 자 

  한 개인에 의해 창업된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개인적 능력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된다.  

  창업에서 창업자의 능력, 경험 및 사업 환경에의 적응력 등은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하고 자신이 꼭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창업이 준비하는 기간에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하여 자신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분석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상권을 조사하여 입지를 결정하며, 

1 서론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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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조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자신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으

므로 유행업종을 좆아 창업하는 것보다 창업자 자신의 경력과 적성을 살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므로 12가지 재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자신의 강점과 약점 즉 나의 능력을 알고서 현재의 조건이 어려워도 기회

를 포착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동과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기꺼이 감수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Entrepreneur)는 변화를 탐구하고 변화를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 기업가 

정신은 과학(Science)도 예술(Art)도 아닌 오직 실천(Practice)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정신으로 끓임

없이 혁신해야 진보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2. 사업아이템 선정

  창업자는 누구나 유망한 아이템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먼저 관심 있는 업종을 

몆 개 선정하여 각각의 업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나의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이나 환경에서 잘 통할 수 있는지를 확인 등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

3. 자금

  창업자가 능력이 있고 유망한 아이템을 선정했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없으면 창업을 할 수 

없다.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자금상황과 동원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의 범위를 결정하

고 계획을 맞추어 시작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창업을 하다보면 계획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게 되므로 자신의 자금능력의  70% 정도의 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창업 초기에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 창업 후 6개월 이내에는 영업을 위한 운전자금을 계속적으로 쏟아 부어야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창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1. 창업자가 인생철학을 가져야 한다.

  창업자가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은 돈을 벌거나 잘 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므로 

고객, 종업원과 더불어 살고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등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일하는 맛을 모르면 모든 것이 괴롭고 실패하게 되며 일하는 맛을 알면 진정한 삶을 살게 되며 성공으

로 가게 된다.

2.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창업자의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야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방향이 확실하게되고 목표달성이 쉽게 이루어진다. 창업을 하기 전에 매출액의 예측과 더불

어 행복추구 등 창업자의 인생철학이나 점포의 운영방향을 명확히 하는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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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능력을 키워야 한다.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여 영업상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트랜

드나 소비자의 니즈를 읽는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시대정신에 맞추어 조정하는 리더

가 성공한다.

4.우수한 점포를 방문하여 끓임없이 배워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우수한 점포를 방문하여 정보를 획득하여 자기 점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하

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잘되는 점포뿐만 아니

라 망하는 점포의 이유도 알아야 한다.

5. 종업원을 가족같이 생각하라.

  고객과 가장 많이 접하는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주인이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고객이 다시 찾지 않고 

단골이 되지 못한다. 종업원도 아주 중요한 고객 중의 하나 이므로 종업원들을 가족같이 대하여 사기

를 높여야 홍보대사가 된다.

6.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객을 대하라.

  고객에게 상품을 권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장의 마진보다 고객의 스타일에 맞는 상품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추천을 하면 주인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 단골이 될 수 있으므

로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라.

2. 업종별 아이템 선정시 고려 사항

1) 제조업을 하려고 할 때 고려사항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는 최소한 제조업체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간접적으

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여야 한다. 제조업을 창업하여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관리, 생산, 영업 분야 중 적어도 2개 이상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을 한 후 창업해야 

한다.

2) 도매업과 소매업을 하려고 할 때 고려 사항

  도, 소매업은 대개 중간 내지 최종소비자와 직접 만나게 되므로 고도의 친밀성과 시장감각이 필요한 

분야로 주로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으로 구분된다.

  편의품은 식료품이나 일용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으로 창업하기가 쉽다. 선매품은 손님이 여러 가게 

상품을 돌아본 후 사는 가구나 의료품을 취급하는 상점으로 경험이나 상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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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어렵다. 전문품은 취미에 따라 기호도가 높은 고급 의류나 귀금속 등을 취급하는 상점으로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자본금이 많이 들어 신규 개업이 어렵다.

3) 서비스업을 하려고 할 때 고려사항

  서비스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자신이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나 

능력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해당 업종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4) 프랜차이즈업을 하려고 할 때 고려사항

  개점에 필요한 입지나 점포, 설비, 제조판매의 기술과 메뉴, 광고 등의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제품과 

재료의 제공, 제품개발, 가게의 관리 운영을 지휘하는 프랜차이지(본부)와 그 대가로 가명료와 로열티

를 지불하는 프랜차이저(가맹점)로 조직된다.

  개업 시 시간과 노고가 적게 들고 개업 후에도 안정된 수입을 얻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독자적인 영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3. 창업경영자의 유형

  창업 경영자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기술가형, 동기부여형, 전략가형 등 세 가지가 있다.

1) 기술가형 창업 경영자

  기술가형 경영자에는 제조작업형, 생산기술형, 마케팅기술형, 재무기술형 등이 있다. 기술가형 경

영자는 생산기술에 의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원가를 낮춤으로써 납기를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생산기술에  힘을 집중하면서, 마케팅, 재무 그리고 종업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가형 중 제3의 유형은 마케팅 기술이 뛰어난 경영자이다. 세일즈맨의 경험을 갖춘 영업에 뛰어난  

경영자를 말한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판매기술은 상점경영자에게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동시에 

뛰어난 구매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마케팅의 기본은 상품을 구입해서, 적절하게 판매하는 것이

므로, 마케팅이 뛰어난 경영자의  취약점은 제조를 경시하는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경영철학이 없다는 

점이다. 기업을 영속으로 생각한다면, 제품과 서비스에  독자성이 있어야 하고, 좋은 품질과 서비스가 

싸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발견, 접근, 획득, 유지가 뛰어나야 하며, 원가를 절감

하고 부채의 비중이 낮은 체질을 실현해야 한다. 

  

2) 동기부여형 창업 경영자

  동기부여형 경영자에는 개인 동기부여형과 조직 동기부여형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

리,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고자 하는 욕구가 기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종업원의 근로

의욕(모랄)이 높은 때는  믿을 수 없는 힘이 나오는 반면, 사기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비능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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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쉽다. 그것은 대기업이 시스템으로 움직 이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접

적인 관계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경영자는 동기부여를 중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의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동기부여형 경영자라고 답한 경영자가 많다. 그 경우는 대기

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일본 경영자는 종업원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업은 사람이

라고 여긴다. 그 경우에 경영스타일은 종업원의 동기부여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충실히 하고, 인사고과를 명확하게, 사원지주제도, 종업원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의사

소통을 매우 중요시여기고 있다. 또한 종업원에 대한 기업정보의 공개 등도  실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강한 신뢰감과 기백이 충만한  조직이 되지 않으

면 안된다. 

3) 전략가형 창업 경영자

  전략가형 경영자에는 조직전략형과 기업전략형이 있다. 향후 이런 유형의 경영자의 활약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사의 나아갈 방향을 전략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번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지금 세계의 한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속에서 

활약하는 중소기업은 세계의 움직임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4. 창업의 기본적인 절차

  창업예비단계(사업구상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업종선정 및 사업아이템의 선정

  2. 사업타당성 분석

  3. 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규모의 결정

    ② 기업형태의 결정

    ③ 창업멤버와 조직의 구성

    ④ 공장설립유무 및 공장설립시의 사전 검토

    ⑤ 기타 사업핵심 요소의 검토

    ⑥ 사업계획서의 작성

1) 업종선정 및 창업아이템의 선정

  적성에 맞는 업종의 선정 및 창업아이템 선정의 고려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Trend를 제대로 읽는 지혜가 창업주의 덕목이다. 비즈니스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성패가 좌우

된다.

  둘째 소비성향으로 고객에 대한 철저한 소비성향의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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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업종경쟁력으로 우세업종이면서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 아이템선정이 바람직하다.

  넷째 적합성으로 자신의 경력이나 선호도 가족의 동의와 자금여력 및 성격 등을 동시에 고려한 

최선의 결정이 필요하다. 부부창업인 경우 사전에 배우자의 선호나 적성 그리고 집까지의 거리 자녀 

문제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유망아이템의 기본조건을 갖출 것

- 유망아이템의 엄격한 의미는 장래성이 있고 수익력이 높은 업종으로서 안정적인 매출 실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금회전률이 높은 업종이다.

이러한 업종은 돈벌이가 확실한 업종이라기 보다는 실패율이 낮은 업종으로서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가 있고 기본시장이 존재하여 향후 수요 확대의 여지가 큰 업종이다.

- 입지궁합으로 돈 버는 자리는 따로 있다는 말처럼 창업에 있어서 입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입지를 먼저 정하고 입지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경우나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입지를 선정

하는 경우라도 입지와 아이템의 조화를 분석하여 선정해야 한다. 무의식적 소비가 강한 지역으

로 역세권이나 시내 중심지가 유리하다. 생활밀착형 업종이나 배달 업종, 중저가 소매업종은 

주거지 입지가 유리하다.

- 수익성 지표로 마진률이다.

창업은 수익을 전제로 하게 되므로 미래의 수익정도를 예측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미래 5년 

정도의 매출액을 예상하여 원가와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을 예상해보고 그 외에도 기회비

용도 고려하여 수익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식업의 경우 30%-40%, 소매업은 

20%-25%이다. 투자수익률은 사전에 따져 보아야 한다. 

- Life Cycle이 긴 성장 업종을 선택한다.

사회, 문화현셩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심 있는 아이템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분석하여 

도입기나 성장기의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

신제품+기존시장, 기존제품+신시장의 결합은 성공확률이 높은 반면에, 신제품+신시장, 기존

제품+기존시장의 결합은 실패 확률이 높은 편이다.

- 틈새시장을 공략한다. 독립사업을 원한다면 프랜차이즈가 치열하지 않은 틈새업종 창업이 유

리하다. 

(2) 창업과 창업아이템의 선정은 바늘과 실의 관계이다. 

  사업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창업아이템 선정은 사업성

패와 직결된 문제이다.

(3) 창업아이템 선정시 기본원칙

- 해당업종의 성장 가능성

- 창업자의 경험과 특징을 살릴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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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야의 선택이다. 예를 들어 문구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문구점을, 자동차정비업무경험으로 자동차 정비소 또는 자동차 부품가게를 하는 경

우이다. 비록 자신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주위에 자신에게 밀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이다.

- 인가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실패의 위험도

(4) 창업아이템의 선정기준

- 적성, 능력의 적합여부 

: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분야로 적극적인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고 내심으로 우러

나오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 시장성, 입지성의 적합 여부

- 수익성의 여부

- 위험성의 여부

- 상품 우수성의 여부

[참고] 업종과 업태의 의미

- 업종은 재화나 서비스에 의한 분류 즉 무엇을 판매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며 주력상품과 보조상

품이 결합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구분된다. 업종은 영업의 종류로 제조업, 도,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 분류를 나타낸다.

- 업태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 즉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영업형태, 집하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판매방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상품에 있어 실용품, 입지, 조직을 의미하

는 경우도 있다. 업태는 영업이나 실태로 취급상품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2)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의 내용과 형식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시장분석

(market analysis), 기술분석(technical analysis), 재무분석(financial analysis)으로 구성된다. 고

려대상이 되는 사업이 공익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익성분석(social profitability analysis)을 추가

하게 된다.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이 예상될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자본을 동원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실제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때는 반복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시장조사의 결과

가 불리하게 보일 때는 그 사업계획을 포기하기보다는 시장조사의 목적을 재조정하여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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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타당성 분석 요소

① 창업자의 계획사업 수행능력 및 적합성

  사업의 성패는 기업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창업자의 계획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 업종에 대한 

적합도에 달려 있다.

② 시장성 분석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상품과 겨루어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매출이 늘어나고 

시장범위도 확대되어 갈 것이다.

- 수요분석 : 주요고객, 예상소비량, 소비총액 등 

- 공급분석 : 기존기업의 공급능력, 기존제품의 가격, 품질, 판매전략 등

- 거래수요의 분석 : 생산품에 대한 미래수요를 추정

- 시장점유율 추정 : 수요·공급·경쟁자의 위치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판매계획 등을 고려하

여 계획한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추정한다.

③ 기술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이란 제품의 생산과 관련되는 제 요소, 즉 제품이 원만하게 생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요소이다. 

  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과 원가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기술적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단계이다.

④ 재무타당성 분석

  아무리 제품이 성공적으로 생산되어 적정량이 판매되더라도 소요자금이 적기에 조달되지 못한

다든가 적정 수익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수익성 검토요소는 대부분이 향후전망을 현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근거자

료가 되는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자금수지예상표 등 추정재무제표 작성이 핵심과제

가 된다.

⑤ 성장가능성 및 위험요소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에서 검토되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계획사업의 장기적 성장가능성의 분석이다. 

성장성 분석시에는 기업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환경 요소 중 기업경영에 치명적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위험요소에 대한 정확한 대응전략

의 수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⑥ 분석결과 종합

  타당성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SWOT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도 있다. 이 SWOT분석은 기업의 내적인 강점(Strength) 및 약점

(Weakness)과 외적인 환경의 기회(Opportunity) 및 위협(Threat)을 의미하는 복합어로서 기업

의 내외 환경요인을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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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 분석의 기본 절차

① 후보사업 아이템의 탐색

  성공적인 사업아이템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템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창업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좁은 범위로 옮겨가면서 체계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예비사업 아이템이 탐색되고 이어서 창업자에게 적합한 후보 사업 아이템이 1차적으로 선정

된다.

② 후보 아이템 우선순위 결정과 예비사업성 분석

  예비 사업성분석은 후보 아이템을 비교·분석하여 아이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후보 

아이템 상호간의 상대평가 및 후보 아이템에 대한 창업자의 적응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아이템 

선택을 위한 과정을 말한다.

  모든 후보 아이템에 대해 개별적인 예비 사업성 분석이나 세부 분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 아이템은 예비 선별을 

통해 제거하고, 남아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3)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예비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사업 아이템으로서의 특정한 업종 및 상품이 결정된다. 특정 업종과 

창업상품이 결정되면 반드시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 1> 후보 아이템 상대평가시 검토 항목

주요

항목
평가요소 세부검토사항

상품성

상품의 
적합성

창업자가 잘 아는 제품이나 공정인가?
비필수품이거나 사치품은 아닌가?

상품의 
독점성

창업 중소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사실상의 독점은 없는가?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 실제 창업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가?

시장성

시장의 
규모

예상되는 고객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인가?

경쟁성
경쟁자의 세력 및 지역별 분포는 어떤가?
경쟁제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과 가격관계는 유리한가?
판매 유통이 용이하며, 물류비용이 저렴한가?

시장의 
장래성

잠재 고객 수의 증가는 있는가?
새로운 창업기업의 침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소비자 성향이 안정적이고, 필요성이 증가하는가?

수익성

생산 비용의
효익성

적정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요인이 있는가?
생산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효율성은 있는가?

적정 이윤
보장성

원자재조달이 용이하고, 값은 안정적인가?
필요한 노동력 공급이 용이하며 저렴한가?
제조원가, 관리비, 인건비 등 제 비용 공제 후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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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성 분석

① 시장성 분석의 중요성

  시장성 분석은 그 구체적 목표에 따라서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한 시장분석, 미래

수요예측을 위한 시장분석, 유통경로개선 내지는 유통경로발굴을 위한 시장분석 및 광고전략 수

립을 위한 시장분석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시장성 분석의 최종목표는 

계획제품에 대한 판매예측, 즉 앞으로 생산할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 것인가, 향후 수요증

가추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② 시장성 분석의 핵심요소

  시장성 분석의 핵심요소란 전반적인 시장동향 분석, 제품성 분석, 경쟁적 지위 분석, 제품가격 

분석, 수요예측, 그리고 시장 및 제품 환경 분석 등에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말한다. 

  이들 시장성 분석요소는 계획제품의 시장성 유무평가의 기준이며, 이들 요소의 평가 결과 사업

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판매계획 및 판매전략 수립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③ 판매계획 및 판매전략 수립

  시장성 분석결과는 엄격하게는 여러 가지 기업환경 변화와 판매계획 및 판매전략에 따라서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즉 시장성 분석은 기업환경 변화 예측과 더불어 적정한 판매전략이 연계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5) 기술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평가의 핵심은 제품을 확보가능한 기술진에 의해 원만히 생산할 수 있는지, 불량률을 

목표수준까지 낮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품의 경제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① 기술적 평가 요소

  제품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는 일반적으로 ① 제품의 효율적 생산가능성과 관련된 제품의 

특성, 생산공법, 생산공정의 적정성, ② 공장입지조건의 적합성, ③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계획

시설의 적정여부, 생산계획의 적정성, ④ 소요원재료의 수급계획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술상황의 결정요소는 기술과 제품 사이에 존재하는 핵심요소로서 이들 요소를 간과하였을 

때 제품생산은 물론 사업 실패와 직결되는 치명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상황 결정

요소는 첫째, 제품생산관련 요소중 어떤 특정문제로서 제품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는지?  

주요

항목
평가요소 세부검토사항

안정성

위험수준
경제 순환 과정에서 불황 적응력은 어느 정도인가?
기술적 진보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기술적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가?

자금투입 
적정성

초기 투자액은 어느 정도이며, 자금조달이 가능한 범위인가?
이익이 실현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그 동안 자금력은 충분한가?

재고수준
원자재 조달, 유통과정상 평균재고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재고상품의 회전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수요의 계절성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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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품의 불량률이 경쟁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지?  셋째, 제품의 경쟁성, 과다한 

제조원가, 소비자 인식제고 곤란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술의 경제성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6) 재무타당성 분석

① 재무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및 전제조건

  재무타당성 분석은 사업타당성 분석의 최종단계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 창업 후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준비과정일 수도 있다. 

  재무타당성 분석은 및 경제성 분석은 추정 재무제표의 작성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수익 전망은 

향후 3년 내지 5년간의 추정제조원가 명세서와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만 그 예측이 가능

하며, 예측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규모에 의해 손익분기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② 분석의 범주 및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크게 나누어 ① 수익 전망, ② 손익분기점 분석, ③ 투자수익 및 계획사업의 경제성 

분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수익성 분석

  수익 전망은 창업 후 3년 내지 5년간의 추정 손익계산서(제조원가 명세서 포함), 추정 재무상

태표 및 자금수지 예상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기준시점 이후 3년 내지 5년간의 수익 

전망 및 흑자실현 가능 시점 등 수익성을 검토한다.

  나. 손익분기점 분석(CVP분석)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분석은 사업성패의 관건인 동시에 자금수급계획의 지침이

기도 하다. 매출이 손익분기점에 이르기 전까지,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이른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금의 투입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 소요될 자금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에 도산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① 손익분기점판매량(BEQ)

   매출액(pQ) = 변동비(bQ) + 고정비(a)              ∴ Q =  


② 손익분기점매출액(BES)

   손익분기점 판매량에 제품단위당 판매가격 P를 곱한 것 ∴ Q = 

×  = 

 



③ 목표이익을 고려한 CVP분석

  
 세전목표영업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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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손익분기도표

  다. 투자수익 경제성 분석

- 투자수익 및 계획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각종 투자수익률 산출 방식에 의한 투자수익률을 

산출함과 동시에 계획 사업을 통해 최소한 목표수익률 이상의 수익실현이 가능하며, 나아가

서 계획사업의 경제성은 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순현가법(Net Present Value Method),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등의 재무적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① 순현재가치법(NPV)

- 순현재가치법이란 어떤 투자안에 대한 투자액을 최소한의 자본비용(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와 투자자의 과실로 얻어지는 현금유입액을 시장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한 후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투자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순액이 양(+)이면 투자안이 경제성

이 있다고 평가하며, 음(-)이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한다. 

  
  






         단, : t시점의 현금흐름 :투자비용 :할인율

  ② 내부수익률법(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 내부수익률법은 어떤 사업안에서 예상되는 투자액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일치

시켜주는 할인율(자본수익률)에 의해 사업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NPV가 0이 되는 할인율이다. 이때의 할인율은 특정한 투자안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투자

비용이 향후 벌어들이는 투자수익률 산출할 때 적용되는 평균이익률이다.


  






   

[사례]  

    가나기업은 취득가액이 800만원인 설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 설비를 구입하면 현금 수익에서 

현금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취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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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10%이며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따른다. 법인세율은 30%이고 현금흐름에 적용할 할인율은 

10%이다. NPV와 IRR을 구하여 경제성을 판단하라.

t=1 2 3 4 5

400 300 200 150 150

해설:

* 설비구입에 따른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t=0 1 2 3 4 5

취득가액 -800

세후영업현금 400*0.7 300*0.7 200*0.7 150*0.7 150*0.7

감가상각비효과 43.2 43.2 43.2 43.2 43.2

잔존가치 80

현금흐름 -800 323.2 253.2 183.2 148.2 228.2

* NPV: 














 = 83.63(만원)

* IRR:  














 = 14.48%

(7) 성장성 및 위험요소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의 최종적인 단계로서 기업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의 

분석과 더불어, 장기적 기업 경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성장성 

분석이 요구된다. 이들 요소는 장기 안정성장을 도모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① 성장성 분석

- 제품의 수명 및 신제품의 개발 전망 분석이다. 제품의 수명 분석은 제품의 수명주기에 의해 

시장 상태를 알아보는 이외에 해당 제품시장이 5년 후 또는 10년후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것이다. 제품 수명 분석을 한 후에는 신제품의 개발시점, 품목 

등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보아야 한다.

- 추정 재무제표에 의한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의 적정성 및 성장전략의 달성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추정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출액은 흔히 외형이라 하여 기업규모의 측정 기준

이 되므로 정확한 예측과 더불어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 5년 후, 10년 후의 증권거래소 상장 

요건 대비 및 상장 가능성 등의 예측도 필요하다.

- 조직 및 인력의 성장도 분석 대상이 된다. 설립 후 5년 또는 10년 후의 조직 규모, 총인원 

등에 대해서도 미래 지향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목표 있는 경영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종업원에 대해 미래 희망을 심어주는 것도 조직 및 구성원의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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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② 위험요소분석

  위험요소 중 해당기업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여 그 항목의 변화 

정도에 따라 계획사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위험요소별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위험요소가 통제범위 내인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표 2> 계획사업에 대한 위험 요소

구       분 위  험 요  소

정책변동
조세, 관세정책 및 금융지원제도의 변경
금리 및 환율의 변동
생산테품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제 및 수입 개방

시장경쟁격화
경쟁기업 진입(대기업 참여 포함)
판매 단가 조정

생산요소변동
주요원자재(수입, 내수)파동 가능성
생산량 및 생산수율, 판매량, 가동률 변동요인 발생 여부
전략 제품의 변경 및 제품믹스의 실패

기       타

노사분규
시설자금 및 소요 운전자금의 적기 조달 실패
입지조건 부적합
자연환경 및 공해 규제
환경, 보건, 조세 등 법률상 제약
공장 건설의 지연
기타 계획사업에 대한 위험요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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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점 

  창업자는 창업이 준비하는 기간에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하여 

자신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서 분석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상권을 조사하여 입지를 결정하

며,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를 결정

하여 자신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을 낮출 

수 있으므로 유행업종을 좆아 창업하는 것보다 창업자 자신의 경력과 적성을 살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

다. 따라서 창업하려는 업종별 창업시 효율성은 높이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숙지하고 창업경영자의 유형을 분석한 뒤 사업타당성을 계수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 제안사항 

  사업의 성패는 기업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창업자의 계획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 업종에 대한 적합도

에 달려 있다. 그리고 시장분석을 통하여 수요분석과 공급분석 및 시장점유율 추정한다.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과 원가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기술적 대안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제품이 성공적으로 생산되어 적정량이 판매되더라도 소요자금이 적기에 조달되지 못한다든

가 적정 수익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수익성 검토요소는 대부분이 향후전망을 현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근거자료가 

되는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자금수지예상표 등 추정재무제표 작성이 핵심과제가 된다.

  사업타당성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SWOT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도 있다. 이 SWOT분석은 기업의 내적인 강점(Strength) 및 약점(Weakness)

과 외적인 환경의 기회(Opportunity) 및 위협(Threat)을 의미하는 복합어로서 기업의 내외 환경요인

을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결시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창업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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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스타트업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제안

연구책임자 김주엽

요약

○ 창업교육 현황 및 문제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환경

-창업교육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이론적인 교육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변화가 필요함

○ 스타트업의 특성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을 추구하며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창업기업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 새로운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제시

-스타트업 특성에 따른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크라우드소싱,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입

-전문가(공급자) 중심의 창업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으로 전환

색인어

한글 : 스타트업 교육, 린 스타트업, 크라우드소싱, 교육개발, 창업교육 플랫폼

영어 : Education of startup, Lean startup, Crowd sourcing, Developing education, 

Platform of startup education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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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스타트업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제안

Ⅱ.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이라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을 우리 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상정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비하여 청년 창업이 신 성장 동력의 역할
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공적인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이 필수적이다. 우리나
라는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교육을 해왔지만 창업교육의 실제적인 효과성이 미비하여 수혜자들의 만
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공급자 중심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실제 
수혜자가 교육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청년 창업은 기술창업을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표방한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기존에 있던 산업 구조를 재편하거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스타트업은 기존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교육은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내용
으로는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 창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년 창업의 새로운 추세로 떠오른 스타트
업의 특성에 맞춘 새로운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Ⅲ. 제안의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한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창업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근 창업의 추세로 떠오른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개념과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기반
의 제품개발 프로세스를 결합한 새로운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Ⅳ. 결론 및 활용계획

  린 스타트업(Lean startup)과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기반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순환적인 창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 교육의 실제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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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부가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창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 교육들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에 대한 논의가 발전되어왔으며, 2013년 9월에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을 

통해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청년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이 

늘고 졸업 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수도 증가하였다.1)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

로 남아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늘었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여 매출 및 고용창출 성과를 내는 창업 

팀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창업에 창업가의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창업교

육의 필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위주의 창업교육

을 통해서 창업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실용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및 단기적 성과창출에 

초점을 맞춘 교육 등의 이유로 창업자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다.2)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창업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다. 최근에는 아이템, 

비즈니스모형, 마케팅 등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급속한 성장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을 표방한 기술창

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스타트업’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산업의 트렌드

를 주도한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특성에 맞춘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창업교육은 경영학 기반의 이론적인 내용이 대다수이다. 창업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론적인 지식전달이나 단순 실습형태의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이 필요

한 바이다. 

  본 보고서는 기존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타트업 운영 방법론인 린 스타트업(Lean 

startup)과 제품 개발 방법론인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개념을 적용하여 신 성장 동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창업교육 개발 시스템을 통해서 청년 창업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얻고, 

실제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창업교육 모형의 활성화

를 통해서 자생적으로 순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박동･김수진･이종선, 2013,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박재환, 김용태. 2009.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2(4): 1777-1801.

1 서론



스타트업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제안 ● 459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문헌 조사(Literature research)를 통해서 창업교육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창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새로운 창업교육 개발 시스템에 대한 필요

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스타트업과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의 개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 창업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선행연구의 정성적 분석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창업교육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한정화와 이명자는(1999)는 국내 창업교육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의 미흡함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서 교육생 및 창업업종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교육이 부족하고 교육 기간의 단기성 및 교육의 일회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

다.3) 최종인과 양영석(2012)은 국내 및 해외대학의 창업교육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자기 주도적 

창업실습훈련’이 필요하며 교육 효과를 위해서 실제 현장의 노하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4) 황보윤과 양영석(2012)은 창업교육시스템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검증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5) 김상수 외(2013)는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적인 

창업교육 콘텐츠 부재 등이 창업교육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였다.6)

  위의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창업교육의 문제점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과 실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적인 프로그램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얘기하면 현재 우리의 창업교육은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교육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기업가 정신 등과 같은 경영학 기반의 

일반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서야 초기의 사례 중심이나 경영학 이론을 기능적으로 활용한 

교육을 탈피하여 실천적 알고리즘 중심의 실습형 체화교육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최종인, 황보윤, 2012)

3) 한정화, 이명자. 1999. 한국의 창업교육실태와 개선방안. 경영학연구. 2(2): 5-26.
4) 최종인, 양영석. 2012. 창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제. 벤처창업연구. 7(1): 125-134.
5) 최종인, 황보윤. 2012.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자 양성. 벤처창업연구. 7(1): 207-214.
6) 김상수, 김영천, 이지형. 2013.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8(3): 

321-343.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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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의 정량적 분석7)

  이 절에서는 실제 대학 졸업생 가운데 창업을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졸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업이동경로조사(2011 GOMS1)의 비입금 근로자 항목 중 현 직장

에 관한 문항에서 ‘1. 혼자 창업’과 ‘2. 동업자와 함께 창업’으로 응답한 졸업생을 대졸 창업자8)로 

보고 창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가.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표 1-1> 정부 창업지원의 도움 정도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창업자는 학력 수준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매우 부정적인 응답(가중점수 1.82)을 하고 있다. 또, 응답 가운에 ‘해당 사항 없음’에 

약 20%가 해당하여 창업지원의 범주를 과도하게 좁게 잡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창업지원의 

범주를 좁게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 자금과 교육에 대한 부분은 공공적인 성격에서 가장 보편화한 

창업지원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창업교육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7) Data-박동, 박천수, 이종선, 2014,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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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 창업 컨설팅

<표1-2> 민간 창업컨설팅의 도움 정도

  민간 창업컨설팅은 일부(6%)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가중점수 1.60)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학 졸업자의 창업 현장에서 민간 창업 컨설팅

은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의 창업보육과정

<표1-3> 창업보육 과정의 도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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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의 창업보육 과정이 창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가중 점수 1.72)을 

보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다. 또, 창업보육 과정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22.6%)으로 응답한 사례가 많아 창업보육 과정의 수혜 폭이 상대적으로 좁게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부와 민간 그리고 대학 같은 연구기관에서의 창업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은 실제 창업자들이 느끼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항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창업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교육이나 지원

책이 다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제3절 문제점 도출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국내 15개 대학의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및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창업교육훈련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를 인용하였다.9)

(단위: 점)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림 1-1> 응답 대상별 창업교육훈련 결과 점수

  15개 대학의 창업교육 관련 전문가 및 대학생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결과 청년 창업교육의 

실질적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평가가 교수와 전문가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와 전문가 등 대학 내에서 창업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집단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9) 박동, 박천수, 이종선, 2014, 대학 창업교육훈련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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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창업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창업교육의 실질적 수혜자인 대학생 본인들

은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학 창업훈련’ 차원에서는 교수 및 전문가 집단이 67점을 나타냈지만 대학생들은 이보다 20점

이나 낮은 47점으로 평가했다. ‘창업교육 실태’차원에서도 15점이나 전문가와 수혜자 간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은 전문가들은 창업교육 개발의 주체이므로 그 효과성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교육을 

통해서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며 멘토 및 컨설턴트로서 한 발자국 뒤에서 청년들을 도와주

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을 갖지 않는다.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든 실패하는 교육을 

제공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므로 창업교육의 공급자와 수혜자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 1-4> 창업교육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속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42.4%로 부정적인 의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창업교육 공급자인 전문가 그룹이 수요자인 대학생 그룹보다 창업교육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향후 소속대학의 창업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질

적인 창업과의 연계 강화’라는 의견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창업교육 과정 개설’ 

의견이 19.3%로 많았다. 이는 창업교육이 이론화로 인해 지나치게 관념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종합적으로 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 창업교육 시장에서 전문가인 공급자와 혜택을 받는 수요자 

간 인식의 괴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교육이 실질적인 창업과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것과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제4절 현황 및 문제점 요약

  현재 많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졸업 후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자영업을 포함한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10)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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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교육의 사회 제도적 시스템은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아이템으로 구현하고 시장에 진출하여 매출과 고용창출 성과를 내기까지 매우 어려운 상

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들어보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창업지원 및 교육의 초점이 단기적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지 못하

고 있다. 창업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교육의 수준과 스펙트럼이 확장되어야 

함에도 전문가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로 인해서 기존의 일반화된 이론적인 창업교

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 창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창업지원이나 교육은 단기성

과에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수요자들을 위한 창업교육이 아닌 공급자를 위한 창업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제5절 함의점 도출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선행조사 결과분석을 통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내 창업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

았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교육의 개선방안을 밝히고자 한다. 

가.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모색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현재 창업교육 시스템에 대한 평가에서 공급자인 전문가 집단과 수요자인 

청년들 사이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창업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창업교육의 실질적 수혜자인 청년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각종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데 기인한다고 본다. 이 경우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교육이 아닌 교육자들을 위한 

창업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업교육 생태계가 올바르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청년 창업가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교육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나. 창업교육의 이론화를 타파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인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많은 곳에서 창업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자들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

고 있다. 실질적으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창업교육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창업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창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업자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원을 통해서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자 한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 정보들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주인중 외(2010)는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우선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실무역량을 분석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10) 박천수･박동･김수진, 2013,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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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1) 창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 

기반의 일반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전 중심의 창업교육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다.

제2장 스타트업 및 관련 개념정의

제1절 스타트업의 정의

  스타트업(Startup)이란 일반적으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Eric Rise(2011)는 자신의 저서에서 스타트업의 정의를 ‘극도로의 불확실한 여건과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해 모인 조직’12)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스타트업은 벤처기업과 

비슷한 의미에서 사용되나 기존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혁신 주도형 경제를 이끌어간다

는 점에서 벤처기업과는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13) IT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인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도 스타트업으로 출발하였다. 

  스타트업은 외부자본의 투자를 바탕으로 신기술 기반의 고위험 고수익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ICT의 발전 및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확산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성장

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자료 : 현대경제원구원

<그림2-1> 스타트업 부상의 배경

11) 주인중, 권장우, 신준우, 임경범 (2010). IT분야 공학교육인증 이수자의 실무역량에 대한 기업과 졸업생 인식 
비교. 직업교육연구, 29(1), 121-137.

12) Rise, E. Laen Start Up, New York: Crown Business, 2011, p.27.
13) 전해영, 2016,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16-16 통권 654호,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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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린 스타트업이란 에릭 리스(Eric Rise)14)가 최초로 제안한 개념으로서 낭비를 없애고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린(le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경영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스타트업 

경영 방법론이다. 이것은 사회기술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급자, 고객, 내부자원 및 과정의 가변성을 

줄이고 낭비를 제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린 스타트업에서는 고객의 피드백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

내 시장을 파악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학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다. 핵심은 소규모의 빠른 반복 개선 작업을 통해 비전을 검증하는 것이며 문제 및 솔루션의 적합성을 

파악하고 제품 및 시장의 적합성을 확보한 후 마지막으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모를 확장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아이디어 발굴 및 ‘고객개발 > 고객검증 > 고객창출 > 사업화’의 

4단계 순환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안에 ‘개발-측정-학습’의 고리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 : Running LEAN15)

<그림 2-2> 린 스타트업의 개발-측정-학습 순환 고리

  고객들은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을 때,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믿을 때 제품을 구입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 실제로 제품개발을 통한 창업이라고 할 때는 

보통 충분한 시간과 돈, 노력을 들이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

14) Rise, E. Laen Start Up, New York: Crown Business, 2011.
15) 애시 모리아, Running LEAN, 한빛미디어, 2012.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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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실상 시장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이 비즈니스 존속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볼 수 있다. 린 스타트업 방법론을 이용하게 되면 플랜A를 작성하고 핵심 기능

만 구현된 최소요건제품(MVP)을 만들어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고 반응을 지켜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면서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다. 이 방법은 제품 개발에 큰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빠른 수정과 보완 또는 사업 방향을 전환(PIVOT)할 수 있게 해주며, 따라서 

실패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3절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오늘날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은 매우 다양해진 동시에 급변하고 있다. 또한 이는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현상을 가져왔다. 이 같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신제품 개발 활동에 고객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제품 개발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혁신 방법론은 공동창

조(Co-creation),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또는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실상 세 용어의 의미는 상통한다.

  크라우드소싱은 기업의 생산, 서비스 및 문제 해결 과정에 특정 커뮤니티 또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온라인 경로를 통해 참여토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접근방법으로 정의된다. (Howe, 2006)16) 

이는 짧아진 제품 수명 주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더 이상 조직 내 특화된 소수 전문가 집단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품 개발 활동을 하는 데 고객을 참여시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자료 : Crowd sourcing: What Companies Hope to Get from the Crowd17)

<그림 2-3>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구조

16) Howe, J. (2006), The Rise of Crowdsourcing, Wired Magazine.
17) http://value-co-creation.blogspot.kr/2011/09/crowdsourcing-what-companies-hope-t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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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스타트업 환경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스타트업은 ICT 기반의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를 추구한다. 이들은 산업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First mover가 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스타트업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스스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그러

므로 스타트업의 창업교육에 있어서도 기존 프레임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스타트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이 필요한 이유이다.

  창업 교육 또한 서비스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린 스타트업의 방법론이 창업교육 개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공급자)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방향

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개선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해가며 수

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크라우드소싱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객을 포함 시키는 것처럼 창업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수요자들을 사

전에 유입하는 것이다. 기존 전문가 중심으로 창업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사후 검증하는 프로세스는 

혁신의 변화속도가 빠른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실효성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을 시행

하기 전 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수요자들과 같이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수요자 중심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의 핵심이다. 

<그림 3-1>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스타트업 특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 제안 ● 469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소싱 개념을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ICT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 이 플랫폼 안에서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필요한 교육을 상시 요청할 수 

있도록 Open call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능적인 핵심요소이다. 또한 이 플랫폼은 

단순하게 교육개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교육 HUB의 기능을 가지고 혼재되어 있는 교육정

보를 일원화하여 특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 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요자들의 창업 단계와 요구수준이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분석할 전문위원단도 필요하다. 기존에는 

전문위원단 내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서 교육 효과성을 논하였다. 하지만 수요

자 중심의 창업교육 개발 모형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교육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어느 정도 마칠 수 있으므로 전문위원단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전문위원단은 고객의 요구사

항 분석을 기반으로 공통된 교육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개발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수요자의 요구를 잘 반영했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 또한 

창업교육 HUB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일반인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오픈함으로써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린 스타트업의 개발-측정-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플랫폼이 이러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할수록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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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문헌 조사를 통해서 국내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기술기반의 혁신적인 창업 형태

인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춘 새로운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았다. 

  창업이 양적 성장을 이룬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에 반해 질적 성장이 미비하여 실제 성공적인 

창업의 비율이 매우 낮다.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창업 기업 육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기존 경영학 기반의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창업교육은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에게 적합하지 않다. 둘째, 공급자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

그램 개발로 인해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수요자들은 효과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의 핵심은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에 크라우드소싱 개념을 적용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창업교육의 수혜자인 수요

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변화하는 산업의 구조를 반영한 유기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본 모형의 장점은 고객의 요구에서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또한, 린 스타트업을 표방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지 않는(수요가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이 잘못된 경우 빠르게 

전환(PIVOT)하여 미래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스스로 만들어서 수강할 수 있는 선순

환 구조의 창업교육 생태계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서 창업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매출과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성공적인 창업기업을 배출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과 전문가 풀의 교육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순환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월 1회 정도의 Open class를 개설하고 장기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 또한 민간에서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다. 결국, 공공성을 가지

고 정부나 시 차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야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한 모형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본 보고서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춘 새로운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스타트업 경영 방법론과 크라우드소싱 개

념을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결론 및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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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 로봇 및 IT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

노동자들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위협을 받고 있다.1)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농민, 

공장노동자, 사무직 근로자 등이 기계나 자동화로 인해 일터에서 쫓겨나듯이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지식노동자들이 조만간 자신들의 일터에서 쫓겨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

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대기업 위주의 투자와 지원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 위주

의 투자와 지원으로 인해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회사의 경우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편리해진 

기술과 플랫폼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계산하지는 못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그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영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고 이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이 생겨나고 있고 민간에서도 혹독한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

로운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 

방법인 창직을 알아보고 대학생 및 예비창업가들이 새로운 직업 창조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

기 위한 창직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학생 및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직프로그램은 ‘창직 개론’, 

‘미래트렌드 이해’, ‘창직 과정’, ‘창직 융합’ 등 14개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각 프로그램별 2~4시간씩 

34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창직프로그램은 웰스터디 창직교육센터에서 2017년부터 대학생 및 

예비창업가를 위한 1DAY워크샵, 창직캠프, 창직컨설턴트 양성과정 등 창직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및 예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트렌

드를 파악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창직’을 알아보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

해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1) 임한규(2015), 사회적자본이 창직동기 및 창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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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직(創職)의 이해

가) 창직의 개념

  창직이라는 용어는 2009년 7월 26일 매경Economy의 <‘1인 창직(창직) 시대 두드리면 열린다 : 

1인 창직시대 살아가는 법 : 마음을 열면 기회가 널려 있다’>에서 처음 신문 지면에서 소개되었다.2)  

이후 이장우 외(2010)는 창직의 개념을 개념적 정의와 정책적 정의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창직을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찾는 활동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스스로의 직무개발, 직업 개발 활동 및 

자기 고용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3) 김진수(2011)는 창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기존 직업

에 다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4)

나) 창직과 창업의 구별되는 개념

  창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창직의 개념뿐만 아니라 창직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개념들도 이해를 

해야 한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개념은 ‘창업’이다.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5) ‘창직’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창조하는 

활동이라면 ‘창업’은 이미 발굴된 직업으로 구현된 사업을 의미한다. ‘창직’을 통해서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진다면 ‘창업’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 창직의 요건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성, 계속성, 윤리성, 사회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창직’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직업도 상기 요건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참신성이

다. 이미 발굴된 직업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는 현실성이다. 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에

서 실현가능해야 한다. 셋째는 용이성이다.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거나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면 창직하는 과정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는 고용창출 가능성이다. 새로운 직업

은 창출한 개인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통해 고용이 발생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2) 김중진,박봉수(2012), 새로운 직업을 만들자, 취업난이 풀린다, 한국고용정보원
3) 이장우 외(2010), 청년창직･창업인턴 성과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재)창조경제연구원
4) 김진수(2011), 청년창직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사)한국창업경영연구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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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직업의 요건과 더불어4가지 요건이 더해져야 창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 창직을 통한 창업 사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기존 직업에

서 세분화 또는 전문화하거나 다른 직업이나 학문, 기술이나 콘텐츠, 다양한 상황 등을 융합하여 발생

된 새로운 직업은 사람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상에 올려진 글과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삭제해주는 직업이다. SNS 활동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로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시켜주는 디지털장의사는 국내에서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업체

인 산타크루즈컴퍼니(대표 김호진) 등 10여개의 업체가 창업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0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정리컨설턴트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발맞춰 시장이 형성되면서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2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1호 정리컨설턴트 업체인 ㈜베리굿정리컨

설팅(대표 윤선현) 등 수 많은 협회 및 회사가 창업되었다. 디지털 장의사나 정리컨설턴트의 사례에서 

보면 새로운 직업의 탄생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면서 기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순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2. 대학생 및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직프로그램 개발

가) 프로그램 기획

  대학생 및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직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웰스터디 창직교육센터에서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신직업 창직 진로설계’ 프로그램 중에서 성인 층에 활용 가능한 세부 프로그램을 

발췌하였다. 아울러 대학생 및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실제 대상에게 

시범 운영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웰스터디 창직교육센터의 ‘신직업 창직 진로설계’ 프로그램은 

2015년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2016년 9월 기준으로 100여 개의 학교에서 약 2만여 

명의 학생이 경험하였다. 창직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창직 전문가, 창업 전문가, 실제 창직가, 

교육공학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하였다. 

  

나) 프로그램 구성(안)

  프로그램 개발 회의를 통해 구성된 대학생 및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창직프로그램의 기본 구성

내용은 <표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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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학생 및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직프로그램(안)

모듈 세부 프로그램 진행 내용 시간

창직의 이해

창직 개념
창직의 정의, 창직의 현주소, 창직과 

창업의 차이, 창직의 진로 등
2H

창직의 3원리
발견, 세분화, 융합으로 직업 창조 과정 

이해
2H

창직 사례 연구
다양한 창직 사례 연구를 통한 모델링 

과정
2H

미래 변화와 
트렌드의 이해

변화하는 미래 모습
사라지는 직업으로 인해 다가올 미래 

일자리 환경 확인 및 대비
2H

트렌드 분석을 통한 
유망직업 전망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망직업 전망을 통한 
아이템 선정

2H

창직 
아이디어 도출

전공 학과 혹은 노하우를 활용한 
직업 융합

자신의 전공과 전문분야를 활용한 창직 
과정 이해

2H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조하는 창직 과정 

이해
2H

창직카드를 활용한 직업 창조
창직카드를 활용하여 콘텐츠 융합을 통한 

창직 과정 이해
2H

실전 
창직 과정

차별화된 콘텐츠 만들기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 생성하는 

방법
4H

창직 콘텐츠 보호하기
콘텐츠 보호하는 방법과 

적용 사례 
2H

알아주는 창직네이밍
& 브랜딩

직업 이름을 만들어가는 방법 및 브랜딩 
방법

4H

성공 창직가 홍보 & 마케팅
서적출판, 방송출연 등 창직가의 홍보와 

마케팅 방법
4H

사후 지원

창직아이디어 직업화 
가능성 연구

직업화 가능성 확인 2H

창직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창직 노하우 전수 2H

  창직프로그램은 5개의 모듈과 14개의 세부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34H으로 구성되었다. 

직업, 상황, 콘텐츠 등 다양한 카드를 조합하여 새로운 직업 창조 아이디어 발굴에 유리한 ‘창직카드’와 

새롭게 만들어진 직업에 이름을 만들기 용이한 ‘창직네이밍카드’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창직카드’와 

‘창직네이밍카드’는 웰스터디 창직교육센터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한 ‘신직업 창직 진로설계’프로그램

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창직 진로교구이다. 

  상기 대학생 및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직프로그램은 시범운영 및 실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수

정・보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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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인공지능의 발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 대기

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몸집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당사자는 물론 정부 및 많은 기관, 단체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취업만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지

만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해 전체 일자리를 줄여버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창직은 기존 직업이 아닌 새로운 직업이나 직종을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다양한 분야와 

더불어 여러 연령층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학생 및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직프로그

램은 이러한 창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점점 좁아져 가는 취업문을 놓고 경쟁하기 보다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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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국내에서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더 정부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내 

창업교육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가 낸 ‘2016년 창업지

원사업’에 대한 통합 공고 자료를 보면 창업교육부분의 예산만 해도 약 198억 원에 달하고 있다. 

대상도 초‧중‧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성인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16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_중소기업청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

부처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교육

․ 창업교육지원

  -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초‧중‧고교 등 83 중기청

  - 창업아카데미 대학생, 예비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대학, 연구·공공·

민간기관
35 중기청

․ 창업대학원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창업대학원 9 중기청

․ YES리더 양성 초중고 및 대학생 벤처기업협회 8.8 중기청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9.74 중기청

․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 창업에 관심있는 여대생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2 중기청

․ 실전창업스쿨 예비창업자
(재)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1.85 중기청

․ 시니어기술창업스쿨 만 40세 이상(예비)창업자 대학, 공공기관 등 20.8 중기청

․ IP 창조 Zone 예비창업자 등 지역지식재산센터 8.3 특허청

․ 대학창업교육 체계 구축
중·고 학생, 대학생, 대학교수, 

중·고 교사
한국연구재단 13.5 교육부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등
3개 지역센터 6 문체부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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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평생교육의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식 대학임에도 중기청

이나 교육부의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인지도 부족과 지원자격 배재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

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의 배경으로 창업교육 활성화에 따른 사이버대학 창업교육의 현주소 

및 온라인 창업교육의 발전방향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국내 사이버대학은 2001년 3월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의 개교를 시작으로 설립 초기 9개교에서 2016

년 현재 21개교가 운영 중이며 21개교의 재적학생수도 약 13만 명으로 외적 성장을 하고 있다. 사이

버대학은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성인층과 100세 시대를 맞아 제 2의 전공학위를 찾는 편입수

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성장발전의 배경에는 온라인 교육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컴퓨터나 모바일 캠퍼스 상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IT 기술의 발전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 

  특히 사이버대학의 교육은 주 학생층의 연령이 30-40대가 중심이며 약 80% 이상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맞아 제 2의 인생 설계에 필요한 실무적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야말로 

창업교육이 더욱 더 실무적으로, 실용적으로 필요한 교육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국내 사이버대학 중 창업관련 학과는 세 개 대학에 있으며 세종사이버대학의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

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창업경영컨설팅학과, 숭실사이버대학 외식창업경영학과이다.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한 공시자료를 보면 세종사이버대학의 외식창업프랜차이즈

학과는 2005년 신설되어 2016년 재적 학생 수 584명, 숭실사이버대학 외식창업경영학과는 2015년 

신설된 학과로 2016년 재적 학생 수 39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속해있는 한국열린사이버

대학 창업경영컨설팅학과는 2008년 신설되어 2016년 재적 학생 수 229명이다. 본 연구자가 학과장

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창업경영컨설팅학과는 두 개의 타 대학에 비해 외식 분야의 

창업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창업 및 경영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학과의 커리큘럼이 개발되고 있는 학과여서 범용적인 창업교육의 사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창업경영컨설팅학과의 커리큘럼의 위계 및 개요를 사례로 

국내 사이버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커리큘럼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를 

토대로 향후 온라인상에서의 창업교육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초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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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창업교육 대상 분석

  2016년 현재, 창업경영컨설팅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4년 과정에 따른 개설 수업의 수는 총 36개

이다. 세분화해보면 창업컨설팅 트랙과 경영트랙으로 나뉘어 수업과정이 설계되어 있다. 과목의 교육

대상자들은 학과 재학생뿐만 아니라 본교의 모든 학과의 재학생들이 얼마든지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간단하게 창업과목 중 대표적으로 본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2016년 2학기 3개 과목에 

대한 교육대상자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 수와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학생 수는 3개 

과목 모두 평균 60명을 넘고 있으며 남자가 약 60%, 여성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사이버창업교육 대상자 분석_황윤정교수 운영과목

과목 1인기업창업론 웹콘텐츠기획실무 창업상담사개론

학생 수 82 71 63

남여비율 56:44 61:39 60:40

  이들 과목의 연령별 통계를 요약해보면, 과목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나지만 20대 약 14%, 

30대 22%, 40대 40%, 50대 이상 24% 로 정도로 분포되어 있다. 주 대상 층이 40대이며 30대와 

50대가 각 비슷한 분포로 포진되어 있다. 또한 수강생의 최종학력부분에서도 수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의외로 대졸자의 비율이 약 20% 정도로 조사된다. 이는 2016년 학년도 본 학과 입학생을 

조사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졸자의 비율이 약 20% 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많은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생활 후 제 2의 전공을 공부하고 인생이모작 설계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들 과목의 수강생 직업별 통계를 참고하면, IT분야, 공공기관,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금융, 미디어, 건축, 전업주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대체로 비율

이 높은 직업군은 유통업, 서비스업 분야이다. 

  본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받는 대상은 직장에 다니면서 창업으로서 퇴직 후 제 2의 진로를 찾는 

이들과 이미 창업해 작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창업공부를 다시 해보는 이들이 많다. 본 학과의 교육목

표는 자신의 직장경험이나 창업경험을 기반으로 예비창업자 혹은 기창업자에게 성공적 창업을 안착시

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있기 때문에 점포창업이나 기술형창업과 같은 실제 창업에 

도전하는 비율보다는 기 창업자가 다시금 창업이론부터 창업유형별 접근방법, 컨설팅방법론 등을 공

부하고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 이와 같은 교육 니즈는 

졸업 후 대학원으로의 진학으로도 연계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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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경영컨설팅학과 수업커리큘럼의 위계구조

  창업경영컨설팅학과의 교육과정은 학년별로 다음 <표 3>과 같은 설계로 되어 있다. 크게 창업컨설

팅트랙과 경영트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경영트랙은 일반적인 기 경영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으로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다. 본 학과에서의 특성화된 교육부분은 바로 창업컨설팅트랙이다. 

실제 창업을 해본 경험의 교수진들이 창업일반 이론부터 창업유형별, 창업마케팅, 컨설팅실무에 이르

기까지 지도한다. 기존 경영학 수업과 달리 조직화된 큰 기업에서의 시스템을 가르치기보다 이제 막 

혼자 시작하게 되는 창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교에서는 수업선택에 있어서 

학년별 구분을 두고는 있지만 수강생이 원하는 대로 학년별 수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 

<표 3> 창업경영컨설팅학과 교육커리큘럼

　 　 창업컨설팅트랙 경영 트랙

1학년

　 창업사례 및 트렌드분석 기업경영의 기초이론

창업의이해와기업가정신 경영학원론

1학기 창업경영성공사례 경제학

　 소매유통경영전략 　

　 　유망창업트렌드분석 　마케팅원론

2학기 1인기업창업론 인사관리

　 프랜차이즈창업 　

2학년

　 창업유형 및 비즈니스모델수립 기업경영 계획수립

　 창업아이디어개발 마케팅조사

1학기 인터넷쇼핑몰창업 소비자행동론

　 벤처기술창업론 　

　 　웹컨텐츠기획실무 　유통관리

2학기 점포마케팅실무 국제경영학

　 오픈마켓창업

　 사회적기업창업 　

3-4학년

　 창업마케팅 및 컨설팅실무 기업핵심 역량전략

　 인터넷마케팅전략 노사관계론

1학기 실전고객서비스전략 경영분석

　 SNS마케팅실무 경영전략

　 창업경영컨설팅개론

　 창업상담사개론 회계세무원리

2학기 모바일비지니스활용전략 서비스마케팅

　 컨설팅사례연구 물류및 공급체인관리

　 브랜드경영심리

　 　 투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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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수업은 한 과목당 총 15주차로 구성되지만 실제 촬영주차는 14주로 진행된다. 1교시가 오프

라인 대학에서 약 1시간으로 계산된다면 사이버대학수업에서는 25분 분량이 인정된다. 만약 3학점 

수업이라면 총 75분의 동영상 강의가 제작되어야 한다. 제작 방식을 보면, 교안의 기초설계는 교수자

가 하며 교안은 파워포인트와 한글 교안의 두 가지버전으로 제공된다. 1차 완성된 교안을 가지고 

수업설계팀에서 디자인을 다듬고 수업주차에 대한 설계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스토리보드가 완성이 

되면 실제 촬영을 진행하는 형식이다. 교수자가 만든 교안은 배포용 버전으로 학생들에게 파일로 제공

된다. 

  현재 컴퓨터상에서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수업참여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출결체크 및 수업

의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재학생들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새벽이나 출퇴근 시간에도 많이 수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졸업 후에도 2년간은 본인이 

수강했던 과목의 수업 동영상은 언제든지 리플레이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3. 사이버교육의 기술적 변화

  기본적으로 사이버 교육의 콘텐츠 설계는 다음 <표 4> 과 같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교수자 강의방

식이 대표적이지만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수업을 하는 등 학습에 효과적인 

수업 제시방법을 도출한다. 수업의 말미에는 학습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연습문제 등을 넣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표 4> 사이버대학 콘텐츠수업설계

UI 설계 학습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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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제시 학습내용

전문가 대담 수행유도

보충학습 다음주차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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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본교에서는 새로운 사이버 교육의 수업설계를 위해 ‘학습객체 기반 개별화 학습 지향 지식뱅크 

콘텐츠’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본 교수의 과목이 선정되어 제작이 되었다. 기존의 수업들

은 1교시, 2교시 3교시와 같은 큰 단위로 제작되어 통편집된 상태에서 동영상이 플레이되었다. 하지

만 학습객체 기반 컨텐츠는 샘플 예제화면인 <그림 1>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학습내용을 학습객

체 단위로 짧게 구조화하고 각 VOD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식이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하위 세부 

주제들을 보고 각각 클릭해 원하는 내용만을 따로 플레이해볼 수 있게 했다. 학교입장에서는 작은 

규모 단위를 활용한 콘텐츠의 재사용이 용의해지고 수정과 변형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입장에서는 수업내용 중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찾아 클릭해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식뱅크(개별학생들의 저장공간) 를 이용하여 학습객체 단위로 학습

내용을 보관하였다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학습하는 자기주도형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축될 예정

이다. 

<그림 1> 학습객체기반 개별화학습지향 지식뱅크 콘텐츠_한국열린사이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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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간단하게 사이버대학 창업교육의 커리큘럼 개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창업교육 장려정책에 의해 많은 예산이 오프라인 창업교육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대학에서도 창업열기의 확산과 성공적 창업자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층을 포함하여 중장년층에게 창업은 그야말로 가정의 생계가 달린 필수적인 선택사항이 되어가고 

있기에 사이버대학 내 창업교육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100세 시대를 맞아 누구나 한번은 

창업을 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시장의 성장과 사이버교육이 가지는 장점이 앞으로도 

사이버 상에서의 창업교육을 더욱 더 견인해갈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화두가 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K-MOOC)의 탄생도 사이버의 교육적 장점과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창업교육은 그야말로 책에서가 아닌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 지식이 필요하다. 어느 분야보다도 

좀 더 다양한 소스자원을 구축하여 양질의 창업 컨텐츠로 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론적 수업에 

그치지 않고 창업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뉴스기사, 동영상자료, 전문가와의 사전 인터뷰, 스튜디오 

대담녹화 등의 방식을 차용하여 재미있으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이 창업교육을 하고자 하는 여러 기관이나 회사에게 다소나마 창업과 관계된 수업설계

의 가이드가 되고 나아가 동영상으로 창업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래본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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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의 중요성

  창업이란 ‘기업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은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창업을 통해 개인들은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창출한 부를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은 개인에게는 생활의 수단으로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중심에 서게 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취업난으

로 연결되어 새로운 창업이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은 자원의 활용, 생활공간

의 창조, 국제수지의 영향, 과학기술 발달의 촉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2. 창업마케팅에 대한 시각

  대다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초기 자본을 제품 런칭에 집중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성장

을 위해서는 마케팅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기술 인력은 물론이고 마케

팅 인력에 대해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런칭제품개발 성공창업

기술/기술력

마케팅 역량

유경험자 투입

<그림 1> 창업의 기본과정

3. 창업의 형태

  창업은 업종에 따라 제조업 창업, 도·소매업 창업, 서비스업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을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새로운 정도, 경영의 독립성, 소유자의 수 등이 있는데 그 특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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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종

구분 내용

제조업 원료를 투입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사업의 형태를 말한다

도·소매업
도·소매업 창업은 유통업 창업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도·소매점을 창업
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에 보면 서비스업은 유통업을 비롯하여 수리·수선업, 숙박업, 음식점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다

<표 1> 업종별 창업형태

나. 독립사업과 프랜차이즈

구분 내용

독립사업 독립사업은 개별점포마다 독자적인 상호를 갖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업의 형태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프랜차이즈는 계약에 의하여 본부가 가맹점에게 특정의 사업 활동을 행하는 권리와 노하우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은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급하고 거래 관계를 성립시키는 사업의 
형태를 말한다

<표 2> 독립사업과 프랜차이즈 창업형태

다. 혁신과 모방

구분 내용

혁신적 창업 혁신적 창업은 기존의 사업과 기술과는 달리 다른 형태의 사업의 형태를 말한다

모방적 창업 기존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모방하는 사업의 형태를 말한다

<표 3> 혁신과 모방 창업형태

라. 개인과 동업

구분 내용

개인
제품, 자금조달, 경영 등의 모든 것을 개인이 주도하여 사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분명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본과 기술경영 등을 개인에게 의존하
는 한계가 있는 형태를 말한다

동업
두 명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동업이라고 표현한다. 동업은 
업무 추진 및 의사 결정상의 신중함과 전문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구성원들간의 견해차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의사결정이 늦고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애매하다는 단점도 있는 형태이다

<표 4> 개인과 동업 창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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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무점포와 유점포

구분 내용

무점포
점포와 공장 없이 사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부분이 인터넷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창업 형태를 말한다

유점포
무점포 창업과는 반대의 개념이다. 점포 또는 공장을 갖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한다. 
선투자가 많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유점포 형태이다

<표 5> 무점포와 유점포 창업형태

바. 합병과 매수

구분 내용

기업합병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쳐지는 경우를 기업합병이라고 하며 신규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변경 
형태를 말한다

매수 매수는 인수의 개념이다.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새롭게 사업을 전개하는 형태를 말한다

<표 6> 합병과 매수 창업형태 

사. 투자와 운영

구분 내용

위탁경영창업
창업자는 투자만하고 운영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맡는 창업 형태를 말한다. 위탁경영창업은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비교적 높지만 본사의 지속 경영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공동창업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투자자 한명이 운영을 책임지는 창업을 말한다. 공동창업의 경우에
는 가급적 매출 규모가 큰 아이템을 선정하고 공동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역할분담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7> 투자와 운영 창업형태 

아. 연령

구분 내용

20대
모험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대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가능성만 믿고 

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30대
선택 창업이다. 자기가 그 동안에 사회생활을 통하여 알게 된 분야 중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0대 전문 창업이다. 한 분야의 최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창업하는 형태이다

50대
안전 창업이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자본력을 갖고 있으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패해서는 안 되는 
연령으로 100% 성공이 보장되는 창업으로 추진한다

<표 8> 연령별 창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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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창업마케팅 지원 현황

가. 국내 창업마케팅 부문 지원 현황

구분 내용 담당부처

창업선도대학 사업화 지원 전문가 멘토링 및 교육,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비 지원 기술개발비, 마케팅비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사업계획서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마케팅 등을 단계
별 지원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유망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에 필요한 전문가의 착상담 및 
전문교육,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정부에서 선정한 TIPS 운영사(엔젤투자회사, 기술대기업 등)
를 통해 유망창업팀을 발굴하여 일괄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스마트 창작터 모바일 앱, ICT 등에 대한 개발교육 및 창업활동을 지원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챌린지1000 프로젝트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입주업체 홍보지원, 유관기관을 통
해 국내·외 바이어 발굴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센터

<표 9> 국내 창업마케팅 부문 지원 현황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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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별 창업마케팅 지원 사업 내용

서울산업진흥원(SBA)

구분 목적
내용

(  ) : 전체예산
담당부서

판로/수출

SBA유통센터·
SETEC전시장·

동대문 쇼룸

･전용 판매장 설치
･판로 개척

도내 중소기업
브랜드마케팅팀,
해외취업 사업팀,

전시산업팀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 시장 입점 판매
･동영상 제작 지원

도내 중소기업
판로

지원팀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서울소재 중소기업

100개사
(기업당 4백만원)

해외
마케팅팀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 판로 개척
연 5회,

100개사 내외
해외

마케팅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신규 판로 개척
･협력 기회 제공

연 3회,
300개사 내외

수출팀

해외 온라인판로 
지원

･서울트레이드몰, 글로벌오픈마켓 
(Qoo10, Amazon)

도내 중소기업
판로

지원팀

<표 10>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마케팅 지원 현황 

중소기업청 마케팅 지원 정책

구분 목적
내용

(  ) : 전체예산
담당부서

판로/수출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공동상표개발
･홍보비

16개 브랜드
(9.6억원)

공공구매
판로과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

･매체홍보지원
･인지도 향상

1,848 제품
(31.5억원)

공공구매
판로과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판매전 지원

･경비의 일부 지원
･상담의 장 제공

16회
(11.4억원)

공공구매
판로과

중소기업
마케팅 

이노베이션

･시장진출 촉진
･제품 경쟁력 향상

500개 제품
(29.6억원)

공공구매
판로과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 시장 입점 판매
･동영상 제작 지원

3,100제품
(23억원)

공공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운영

･전용 판매장 설치
･판로 개척

1,834업체 입점
(31.1억원)

공공구매
판로과

<표 11> 중소기업청 창업마케팅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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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적
내용

(  ) : 전체예산
담당부서

판로/수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100만불 미만의 기업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 지원

1,000개사
(140억원)

해외
시장과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해외전시회 등의 파견
수출 판로 개척

해외전시회
: 10백만원 한도 내

수출컨소시업
: 2억원 이내

해외
시장과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개최

신규 판로 개척
협력 기회 제공

연 4회
동반성장
지원과

1인 창조기업/ 
컨설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화 역량 강화

2016: 450개
(46억원)

지식
서비스
창업과

경기도

구분 목적
내용

(  ) : 전체예산
담당부서

경기
중소기업
지원센터
(GSBC)

마케팅지원

해외마케팅 대행사업
･해외시장 개척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주선

수출액 2천만불 이하 
제조기업

(지역당 1,10만원)
수출팀

2016 G-FAIR
KOREA

･국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간 미팅
･판로개척 지원

950개사 전시팀

해외 G-FAIR
･전시회와 수출상담회의 결합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내 중소기업
(기업당 1,10만원)

수출팀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제조기업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운송비 50% 지원)

전시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해외 신규거래선 발굴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기회 제공, 판로개척 지원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제조기업

※가구·섬유 기업은
2천5백만불 이하

 (기업당 4백만원 지원/ 
가구·섬유 기업은 

5백만원)

전시팀,
지역산업팀, 
섬유산업팀

상설제품 전시관 운영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상설전시 및 

판매 대행
･홍보 및 바이어 미팅 기회 제공

수원: 경기중기센터
고양: 킨텍스

전시팀,
벤처기반팀

경기도-UT 기업지원 
프로그램

･미국텍사스주립대학교의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
벌기업 육성

신기술 및 지식집약의 
중소기업

수출팀

<표 12>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창업마케팅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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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적
내용

(  ) : 전체예산
담당부서

경기
중소기업
지원센터
(GSBC)

마케팅지원

수출기업
SOS 지원

･수출관련 애로사항 해소
･수출실적 향상

지원한도 최대 150만원 수출팀

수출멘토링
지원

･수출초보기업을 전담 지원
기업부담금
25만원/월

수출팀

TRADE 수출상담회
･수출초보기업의 해외 바이어 미팅

을 통한 정보획득과 거래선 탐구 기
회 제공

5, 6, 9, 11월 마케팅팀

대형유통망진출 
구매상담회

･대형유통망,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와의 상담기회 제공
･판로확대 및 동반성장

4, 9월 마케팅팀

통상촉진단
･해외 세일즈단 파견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 지원 및 

수출 지원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제조기업

※ 북부지역기업은 
1천5백만불 이하

마케팅팀,
서부지소,
남부지소

경기청년
1+4 Trade Manager

양성 지원

･수출 중소기업과 일자리 취약계층 
간 미스매칭 해소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적 일자

리 창출

도내 미취업자
(분야별 교육비 최대 

200만원)
마케팅팀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 제고 및 판

로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도내 중소기업 30개사 마케팅팀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및 활용방안 
제공
･제품홍보 및 판로다각화 지원

도내 중소기업 마케팅팀

구분 목적
내용

(  ) : 전체예산
담당부서

경기
테크노파크

(GTP)

콜라보 초고속
사업화 지원사업

･신제품 아이디어를 발굴 후 시장조
사·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수출 지원

(분야별 최대 
1천5백만원)

기업
지원단

중소기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컨택센터)

･애로사항 해결
･무료 컨설팅 지원

도내 중소기업
 자문 최대 5회씩 지원

기업
지원단

경기도 우수환경기업 
발굴 지원사업

･기업 맞춤형 사업 지원
제조·건설업체 : 7개
환경서비스업체 : 3개

녹색성장
지원팀

웹메일호스팅·
서버공간임대

서비스

･안정적인 사이트 운영
･자체서버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 대

폭 절감
도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ECRC)

경기인터넷데이터센터
(GIDC)운영

･통합 e-Business 서비스 지원 도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ECRC)

신기술 신제품
전시관 운영

･홍보 및 마케팅 효과
도내 중소기업
50~60개 업체

기업
지원팀

안산소프트웨어지원
센터 운영

･ IT·S/W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향상
･고용창출

도내 중소기업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표 13> 경기테크노파크 창업마케팅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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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기업의 마케팅 특성

  창업 기업은 축적된 경험과 시장에서 구축되어온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기존에 설립

된 기업들과 다르게 고객을 새롭게 창출해야하므로 창업가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고객 중심의 

기회를 탐색하고 포착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구분 특성

신생 기업

･창업 기업은 ‘신생 기업’이라는 점으로 인해 시장 진입과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존재한다
･새롭게 설립된 기업들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기적인 고객 관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고, 기업에 대한 잠재적 소비자의 신뢰도가 부족하다
･마케팅 매니저의 경험 및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전문적인 마케팅 매니저를 추가 구성원으

로 영입하기 어렵다

기업 규모의 영세성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은 작은 규모로 신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적절한 마케팅 전략 

실행에 필요한 예산과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새롭게 착수하는 활동들은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

불확실성

･창업기업들은 시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창업기업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 가능

한 데이터 또는 지식이 특정 상황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표 14> 창업 기업의 마케팅 특성

  창업 기업에 있어서 마케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고객과의 접점을 도와주는 핵심 기능을 

할 수 있어야하고 창업자가 기회를 탐색(exploration), 점검(examination), 활용(exploitation), 그

리고 확장(expansion)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특성

1단계 : 탐색
･제품 또는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잠재적 고객들에게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는 탐색 단계임

2단계 : 점검
･시제품을 얼리어답터들(early adopters)로부터 검증받고 그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는 단계임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임

3단계 : 활용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임
･ 1단계 및 2단계가 수월히 진행되었다면 초기에 제품 및 서비스를 검증한 얼리어답터들 이외의 고객

들이 이 단계에서 구매를 시작하게 됨

4단계 : 확장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촉진활동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층을 추가 확보하는 단계임
･ 3단계 활동과 4단계 활동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2단계인 기회의 점검 단계를 대신하기도 함

<표 15> 창업 기업의 마케팅 프로세스(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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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 형태별 마케팅 전략

가. 창업규모

구분 내용

소자본
대부분은 생계를 위한 창업형태이며 아이템 선정과 표적시장 선정에 중점을 두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함

대자본
중·장기적인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사업으로 가격과 장소, 그리고 
포지셔닝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함

<표 16> 창업규모별 마케팅 전략

나. 업종

구분 내용

제조업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제품선정이 요구되며 전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함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유통경로의 한 축으로 제품과 가격, 그리고 시장 수요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함

서비스업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업종으로 4P와 STP에 대한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을 요구함

<표 17> 업종별 마케팅 전략

다. 제품

구분 내용

편의품 무엇보다 중요한 마케팅 전략은 4P에서의 장소와 가격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전문품 STP전략에서의 포지셔닝과 표적시장 선정을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선매품 선매품의 종류는 다소 한정적으로 가격과 프로모션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요구됨

<표 18> 제품별 마케팅 전략

라. 수요

구분 내용

소비자 대상
실수요자에 의해서 소비되는 품목이 대부분으로 전체 시장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제품을 
선정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기업 대상
기업 구매는 소량보다는 대량 취급이 우선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과 수요가 발생되는 
특징을 지닌다. 우선적으로 표적시장 선정과 프로모션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표 19> 수요별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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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에서의 마케팅은 별개가 아닌 함께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창업마케팅 = 제품 + 마케팅 + 기업가 정신

 창업마케팅의 핵심은 고객을 유인하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진취적(proative), 혁신적(innovative), 

그리고 위험 감수적인(risk-taking)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팔 것인가?

창업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다.

 ‘제품’을 ‘어떻게’잘 팔 것인가?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4P+STP 전략의 믹스가 요구된다. 각 요소 간에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융합적인 믹스마케팅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

3C 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SWOT/STP/4P

마케팅 실행

4E

분석

<그림 2> 창업형태별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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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www.gsbc.or.kr

● 경기테크노파크 www.gtp.or.kr 

● 대한상공회의소(2014),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방안 연구”

● 박한수(2014), “창업과 경영의 이해”

● 서울산업진흥원 www.sba.seoul.kr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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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주제

  본 연구는 ‘서울시 Start-up 브랜드개발 지원방안 연구 : Start-up Brand Bank 플랫폼 구축’을 

연구주제로 한다

2. 연구목적

  많은 청년창업기업들이 참신하고 획기적인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다수 창업기

업들이 3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인 실정이다. 

  여기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환경 등 외부여건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는 제품력과 함께 브랜드력 취약에 따른 홍보부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인정한 우수기업들의 공동브랜드 ‘하이서울 브랜드’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있는 서

울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성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창업기업의 브랜드파워를 향상시키기위한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Start-up 기업들에게 제품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컨셉,

기획,제작 등  브랜드 관련 정보 및 디자인 등에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동종 및 관련 업종과의 특화 공동브랜드 개발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관련 정책적 지원방

안에 대해 검토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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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rt-up 브랜드 전략의 문제점  

가. Start-up 브랜드전략 현실 

  대다수 청년창업기업들은 창의적인 사업아이템만으로 창업을 추진함으로써 치열한 기존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는 창업기업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브랜드가치의 중요성

을 간과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으로서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범주나 속성을 감안

한 네이밍과 이미지 및 포지셔닝 등 총체적인 브랜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초기창

업자로서 브랜드에 대한 개념 및 인식부족과 제도적 지원의 미비로 우수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을 갖고있는 많은 초기창업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힘든 현실이다.

나. Start-up 브랜드전략 지원 필요성

  초기창업기업이 갖고있는 브랜드전략의 문제점은 Start-up 기업경영자로서 브랜드가치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부족과 체계적인 브랜드전략을 수행할 역량부족 그리고 창업기업의 브랜드전략에 대한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시스템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Start-up 개별기업 대다수가 1인기업인 점을 감안하건대, 브랜드관련 전문적인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Start-up 기업특성상 동업종간은 

물론 지역적 또는 이벤트관련 등 다양한 방식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 특화 공동브랜드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서울시 Start-up Brand Bank 플랫폼 구축

가. Brand Bank 플랫폼 추진전략

1) Start-up 브랜드마케팅 전략 지원 

  초기 Start-up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마케팅전략을 기반으로한 

차별화된 브랜드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Start-up 기업특성상, 

신규출시하는 제품의 속성과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브랜드마케팅 전략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가, 창업기업이 손쉽게 브랜드관련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Start-up 기업에게 브랜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관련 국내외 다양한 정보는 

물론 전문가와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브랜드마케팅 전략을 지원하는 온라인 Start-up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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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Bank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브랜드(네이밍,BI,CI 등) 제작 지원

  브랜드마케팅 전략이 수립되면 실질적으로 제품의 네이밍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이밍에 의해 BI, 

CI 제작지원을 통해 Start-up 기업의 브랜드 전략이 총체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브랜드

마케팅의 중요성 인식, 전문가상담 및 컨설팅과 브랜드 네이밍, BI, CI 등 브랜드 제작지원 기능을 

갖춘 Brand Bank 플랫폼의 활성화로 Start-up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3) Start-up 협업을 위한 통합브랜드 지원

  Start-up 기업은 기존 중소기업에 비하여 상대적 열세인 영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협업을 통한 공동마케팅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례로 서울시 강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의 경우 브랜드샵으로 창동 하나로마트내 공동판매관 설치, 하이서울 브랜드플라자 운영 

등 국내마케팅은 물론 해외마케팅에서도 활발한 공동브랜드 마케팅으로 커다란 성과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Start-up 기업간 동업종은 물론 이업종간의 단순 업무교류 차원을 넘어 공동홍보, 공동

A/S망 구축 등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고, 통합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시장의 니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니즈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개별 Start-up 기업의 역량을 통합, 시너지창출을 일으키는 공동브랜드 붐을 

조성함과 아울러 통합브랜드 마케팅전략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Start-up Brand Bank 구축의 필요

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나. Brand Bank 플랫폼 구성 및 운영방안

  서울시 Start-up Brand Bank 플랫폼은 첫째, 서울시지원 창업기업을 기본대상으로 하고, 둘째, 

서울시 창업기업의 브랜드 제작, 거래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Start-up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서울시 Start-up Brand Bank의 운영목적을 위하여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설계

운영함을 기본으로 한다. 

서울시 Start-up Brand Bank 기본구성

브랜드란?

전략, 마케팅, 종류

개별기업브랜드

카테고리 / 업종

공동브랜드

특화 / 지역

디자인제작

아웃소싱 / 마켓

상담 / 컨설팅

브랜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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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란? 

  브랜드이미지, 브랜드네이밍, 브랜드아이덴티티, 브랜드포지셔닝, 브랜드로열티, 브랜드전략, 브

랜드마케팅 및 브랜드종류 등 창업기업가로서 갖춰야 할 브랜드에 대한 기본이해를 돕도록 한다.

2) 개별기업 브랜드  

  개별기업 브랜드의 종류 및 카테고리별(업종별) 다양한 국내외 사례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브랜드의 거래 및 임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3) 특화 및 공동브랜드 

  동종아이템별, 지역별 또는 이벤트별 등 공동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동브랜드 관련 각종 정보 및 사례 소개와 아울러 Start-up 기업간 연계, 공동마케팅

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도록 한다.

4) 브랜드 디자인 제작 

  Start-up 기업의 특성상 주로 1인기업인 점을 고려, 브랜드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을 하고, 한편 브랜드제작 Start-up 기업에게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마켓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브랜드 상담/ 컨설팅

  브랜드분야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Start-up 창업가로 하여금 브랜드 디자인, 제작, 인증 및 특허 

등 브랜드관련 전부문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 및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3. Brand Bank 플랫폼 운영의 기대효과

  서울시 Start-up Brand Bank 플랫폼 구축 및 운영으로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예견된다고 할 

수 있다.

가. Start-up 기업가에 대한 브랜드의 중요성 인식제고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시 제품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브랜드인지도임을 인식하도록 함과 아

울러 브랜드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제공으로 창업기업가들의 브랜드관련 역량강화에 기

여한다

나. Start-up 기업의 브랜드마케팅 전략강화

  대다수 1인기업인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 브랜드 전문가와의 상담 및 컨설팅기회 제공으로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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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브랜드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한껏 높일 수 있다.

다. Start-up 기업 맞춤형 브랜드제작의 편리성

  창업기업가의 브랜드관련 전문성 결여로 창의적이고 차별성있는 제품도 지속적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실여건에서, 전문가로부터 상담에서 디자인제작에 이르기까지 브랜드

(네이밍,BI,CI 등) 관련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라. Start-up 기업의 협업 및 공동브랜드 활성화

  Start-up 개별기업들에게 동종,이업종 및 지역적, 이벤트 등을 활용한 협업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Brand Bank가 교류의 장 및 무대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브랜드 전문가로부터 특성에 

맞는 통합 공동브랜드 전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게된다.

마. 브랜드 제작, 거래 및 임대시장의 활성화 

  Brand Bank 플랫폼의 구축, 운영이 활성화되면 업종별, 카테고리별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 정보 

및 자료가 DB화 되며, 브랜드 거래 및 임대시장으로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브랜드시장 활성화에 커다

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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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점

  대다수 Start-up들은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으로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상호와 명함을 만드는 순간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

게 된다. 즉 많은 초기 창업기업들은 열악한 환경하에서 유통구조 중심의 명함업체, 간판업체,인쇄업

체,패키지디자인업체 등을 단편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 및 제품특성에 걸맞는 체계적인 

브랜드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현실여건이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개별 인쇄물지원, 전시 홍보물 제작지원과 

같이 단편적 품목별 예산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Start-up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창업기업이 시장에 성공적 진입을 하고, 제품경쟁력을 갖기위해서는 브랜드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Start-up에 대한 지원정책도 여기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정

책하에서 Start-up 스스로 체계적인 브랜드마케팅 전략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스

템구축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2. 제안사항

  Start-up기업 스스로 브랜드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하는 정책적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관련 창업지원정책은 접근성과 편리성이 중요하므로,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Start-up Brand Bank’구축이 효율적인 브랜드 지원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Start-up Brand Bank’구축으로 창업기업은 브랜드의 중요성을 재인식, 브랜드관련 상담 및 컨설

팅으로 체계적인 브랜드마케팅 전략수립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브랜드 디자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협업을 통한 통합브랜드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므로 Start-up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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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의 성공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수 많은 창업자 중 극소수의 창업자만이 성공사례로 

기억될 수 있는 현실에서, 소비자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브랜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창업브랜드의 사례를 통해 브랜드가 성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브랜드 네이밍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은 소상공인들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창업아이템이면서 가장 대중적인 창업아이템이

다. 따라서 다수의 브랜드와 업체가 존재하는데, 신규 창업자의 경우 레드오션에 진출하는 위험성을 

감수해야하므로 브랜드 선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분야 상호명 의미 네이밍 배경

커피

(해외)

스타벅스

모비딕 소설의 등장인물로써 커피를 

즐겼던 항해사 스타벅스의 이름

일등 항해사가 가져다주는 최고의 커피라는 

의미에서 붙여짐

또한 스타벅스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하는 사이렌을 

로고에 그려 넣음

커피빈

최상 품질의 커피콩

simply the best 철학으로 최상의 품질관리를 

통해 최고급 커피콩으로 만든 커피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붙여짐

1 창업브랜드 업종별 브랜드네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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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상호명 의미 네이밍 배경

커피

이디야

에티오피아의 부족명인 동시에 

대륙의 유일한 황제라는 것을 

의미함

에티오피아의 고품질 커피원두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붙여짐.

메머드커피 대용량 커피를 의미함

회사 주변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의 대용량 

커피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용량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짐

쥬씨

신선한 생과일 쥬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

합리적인 가격에 생과일 쥬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짐

생활커피

가볍게 매일 즐길 수  있는 커피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바리스타가 선별한 

원두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지친 일상에 즐거운 감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짐

투섬플레이스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간

나와 너(two), 색다른 디저트 (some 

dessert)라는 의미에서 투썸 ,행복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플레이스가 붙여짐

빽다방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커피전문점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맛있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 같은 커피전문점을 

표현하기 위해 다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짐

커핀그루나루

 coffee + wine = (coffine)과 

그루나루가 합쳐진 단어로 강나루의 

쉼터를 의미

 커피와 와인, 알코올음료가 제공됨을 알리기 

위해 coffee + wine = (coffine)으로 네이밍 

하였으며 언제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나루터의 한 그루 나무처럼 쉼터가 되고자 

그루나루가 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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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

  패션업종 창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성이 요구된다. 또한 

목표 고객층의 연령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 브랜드를 결정해야 한다.

분야 상호명 의미 네이밍 배경

패션

로우 클래식

절제된 클래식함

클래식한 옷들 중에서도 더 절제된 

클래식함을  

추구하며 그런 옷들을 디자인 하고 

싶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붙여짐.

어썸니즈

 매력적인 욕구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매력적인 욕구를 생각하면서 

붙여짐

아뜰리에박

예술가의 작업실

제주도에 작업실을 갖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짐

분야 상호명 의미 네이밍 배경

패션

(해외)

유니클로

유니크한 캐쥬얼 의류

유니크 클로싱 웨어하우스(Unique 

Clothing Warehouse)라는 이름으로 

유니섹스 캐주얼 의류 임을 나타내기 위해 

붙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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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음료

분야 상호명 의미 네이밍 배경

식음료

뚜레쥬르
“매일매일”이라는 프랑스어로 

신선한 빵을 매일 제공한다는 의미

매일 매장에서 직접 굽는 신선한 빵을 큰 

가치로 하는 베이커리로써 신선한 빵을 매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짐

청정원

자연이 빚어낸 맛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우회적, 

간접적으로 표현하길 원했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연상을 가능하게하기 위해서 

붙여짐

풀무원

무공해농산물직판장
직접 운영하는 풀무원농장에서 나온 무공해 

농산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여짐 

오리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일골 개의 

점점 커지는별

지구와 별을 상징하며 세계무대로 나아가는 

국제성을 의미하기 위해 붙여짐

분야 상호명 의미 네이밍 배경

식음료
(해외)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 설립자 형제의 이름에서 붙여짐 

Shake Shack burger
Shake Shack burger

버거와 콜라의 조합이 아닌 버거와 

밀크쉐이크의  이색적인 조합을 알려 

주기위해 붙여짐

코카콜라

코카잎+콜라열매로 만들어진 음료
코카잎 추출물과 콜라나무 열매로 만들어진 

음료라는 의미에서 붙여짐

피자헛 첫 매장의 외관이 오두박과 비슷하여 

hut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빨간 지붕을 

피자헛 로고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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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항공)

분야 상호명 의미 네이밍 배경

운송

티웨이항공

고객중심항공

T영문에 소유격 의미이자 말풍선인 apostrophe형태 로고를 
사용하여 고객 개인의 전용기와 같은, 고객만을 위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고객중심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 

붙여짐 

5. 유통 - 오프라인

분야 상호명 의미 네이밍 배경

유통
- 오프라인

이마트

E(economic) mart
economic market의 의미로 물건을 경제적으로 
싸게 파는 곳을 의미하며, everyday low price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짐 

분야 상호명 의미 네이밍 배경

유통
(해외)

세븐일레븐

am7-pm11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짐.

6. 유통 - 온라인

분야 상호명 의미 네이밍 배경

유통
- 온라인

인터파크
internet theme park

인터넷 테마파크의 줄임말로 인터넷을 통한 
무형적 테마파크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붙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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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장품

분야 상호명 의미 네이밍 배경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태평양 화학공업사

초기 태평양화학공업사로 세워진 기업으로 
해외 지사 설립 및 해외 매출이 늘어나면서 

2006년 아모레 퍼시픽으로 상호명을 
변경하면서 붙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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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공 사례

상호명 비지니스 내용 성공 요인

쉐이커

사용자기반 영상제작 프로그램으로 전문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템플릿을 활용하여 
일반인들도 손쉽게 높은 수준의 영상을 

만드는 서비스

국내 셀프웨딩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유저들이 증가 

벤디스
(식권대장)

식권대장 어플로 어플 내 식당 이용 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사용하여 제휴 된 식당의 

식권을 주는 서비스

휴대폰 하나로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고 사용 
현황과 간편한 월말 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코자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숙박공유 서비스 
한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외국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플픽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핫플레이스 
정보를 입력하고 추천 관리하는 지역기반 

추천 서비스

랭킹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고 명확한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애드투페이퍼
전국150여개 대학교에서 제공되는 무료 

프린팅 서비스

학생들은 매일 방문하여 에딧이라는 어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모을 수 있고 
기업들은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상호명 비지니스 내용 성공 요인

파크히어 실시간 주차장 예약서비스
강남, 명동, 홍대등 차량이 밀집 되어 주차가 

어려운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airbnb 여행자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인들의 기존 
정서를 완전히 뒤집는 서비스였지만 혁신적 
아이디어로 평가 받았으며,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 

글램스쿼드
클릭한번으로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사용자를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여성 미용계의 우버화 사례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과 시간, 장소를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호응을 얻음

채팅켓 원어민 실시간 영장 교정 서비스
외국계 기업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버치박스
매달 정기적으로 화장품 샘플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사용해 보고 싶었던 브랜드의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2 창업브랜드별 성공/폐업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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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사례

상호명 비지니스 내용 요인

home joy
(2010-2015)

home joy는 집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저렴한 청소비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쉽고 효율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투자유치를 원하는 목표에 맞춰 제대로 받지 
못함

secret
(201-2015)

secret은 문자로 루머나 비밀스러운 고백을 
유저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앱 서비스

유사한 앱이 많이 생겨나면서 경쟁력에서 밀림

gugo
(2011-2015)

SNS서비스와 동시에 로컬 행사나 제품 홍보를 
병행하는 서비스

투자유치 실패와 설립자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됨

stelltag 
(2013-2015)

모바일 마켓플레이스 구입자 유저를 확보하지 못함

 Shopa
(2012-2015)

소셜 의류추천 서비스 유저들의 입소문을 타지 않음

Talentpad
(2014-2015)

온라인형 리쿠르팅 서비스
스케일 업하기 힘든 타입의 서비스로 판단되어 

실패함.

Why Own It
(2012-2015)

친구나 가족과 제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앱이 권하는 제품을 실제 유저가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아 실패

Zen99
(2014-2015)

자영업자용 재무관리 플랫폼 서비스
이 업계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ntuit가 
유사 서비스를 같은 시기에 출시하여 유저확보 

실패

Better
(2013-2015)

온라인 건강관리 플랫폼 서비스
500만 달러의 자금조달에도 성공했지만 너무 

앞서간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음

Balanced
(2011-2015)

결제시스템 서비스
경쟁에 비해 성장속도가 너무 느려 부진을 면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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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초기기업의 브랜드 전략 - 린브랜딩(Lean Branding)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손문규

요약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브랜드 개발(brand development)이다.

  
  모든 것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가뜩이나 자금도 부족한데 브랜드는 사치라고 생각 한다.

또 어떤 스타트업들은  브랜드 전략을 생략하고 제품만 좋으면 됐지 브랜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브랜드 전략은 제품 콘셉트 이상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브랜딩은 로고나 웹사이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작업이다. 브랜딩은 제품·서비스가 제공되는 맥락 

안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제품·서비스가 추구하며 소비자와 공유하려는 가치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로고, 웹사이트, 홍보물 등의 어플리케이션은 브랜딩이 표현되는 방법의 일부이다.

  넉넉한 자금과 시간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기존의 브랜딩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브랜딩을 포기해야 할까? 이러한 스타트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 린브랜딩 개념이 

만들어졌다.

  
  린브랜딩의 MVB(Minimum Viable Brand: 최소 요건 브랜드)는 스타트업 브랜드에 꼭 필요한 최소 요소만

을 선정해 정립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린브랜딩은 브랜드 미션과 4가지 최소 요소로 이루어진다. 4가지 최소 요소는 프라미스(Promise), 스토리

(Story), 가치(Values), 커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Communication 브랜드 미션)이다.

브랜딩을 할 때 필요한 3가지 고민 

가. 브랜드는 시장 상황과 맥락 안에서 정체성을 구축하기 전에 스타트업 스스로 브랜드로서의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나. 브랜드는 출시할 제품·서비스의 핵심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다. 브랜드는 감성적인 매력을 전달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의 리더는 그들의 브랜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한 관점을 지녀야 한다. 

  
  최근 들어 스타트업들이 최소 요건의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콘셉트를 채택하는 것처럼, 최소 

요건의 브랜드(Minimum Viable Brand) 전략이 필요하다.

색인어

한글 : 창초기기업의 브랜드 전략 - 린브랜딩(Lean Branding)을 중심으로

영어 : rate of start-up success, cases of failure,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applicant evaluation, psychological factor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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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스타트업들은 신제품 출시를 급급하게 추진하느라 브랜드 전략을 뒷전으로 미루기 쉽다. 가뜩이나 

자금도 부족한데 브랜드를 구축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스타트업들은 제품 전략과 브랜드 

전략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 한다.

  그러나 의외로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브랜드 개발(brand 

development)이다.

  브랜드 전략을 갖춘다는 것은 회사 내부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표를 일사분란하게 공유하게 됨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품을 어떻게 차별화해나가고, 어떻게 충성 고객을 확보해갈지 의사결정

하게 된다.

  모든 것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가뜩이나 자금도 부족한데 브랜드는 사치라고 생각 한다. 또 어떤 

스타트업들은  브랜드 전략을 생략하고 제품만 좋으면 됐지 브랜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브랜드 전략은 제품 콘셉트 이상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스타트업들이 최소 요건의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콘셉트를 채택하는 것처럼, 

최소 요건의 브랜드(Minimum Viable Brand) 전략이 필요하다. 최소 요건 브랜드 전략은 스타트업

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전략적 의도(strategic intent)와 고객 및 시장에 대한 통찰력(market 

insights)을 토대로 형성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1) 우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 브랜드 에센스

(2) 우리는 어떤 가치를 믿고 추구하는가? - 브랜드 핵심 가치

(3) 우리는 어떤 고객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가? - 타겟 고객

(4) 우리를 차별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 핵심 차별 요소

(5)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 총체적인 사용 경험

(6)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보여줄 것인가? - 로고와 디자인, 브랜드 표어

  통상적으로 이러한 최소한의 브랜드 요건들은 회사의 리더들과 창의적인 구성원들, 때로는 객관적

인 외부 조언자들이 함께 모인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된다.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의 리더는 그들의 브랜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명확한 관점을 지녀야 한다. 이 관점이 조직의 모든 의사결정과 업무 추진

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회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데, 고객이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명확히 인지할리가 없지 않은가?

1 서 론



530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1. 스타트업에 꼭 맞는 브랜딩

  내 스타트업에 필요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

작하는 많은 창업가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브랜딩 과정에서 스타트업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한 ‘린브랜딩(Lean 

Branding)’을 소개한다.

2.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와 브랜딩

  제품 개발에 힘을 쓰고, 투자자에게 보여줄 발표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은 스타트업에겐 흔한 

풍경이다. 당장 프로토타입에서 발견한 수십 개의 오류를 빠르게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브랜딩에 

신경 쓰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런데도 왜 브랜딩이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과정일까?  

 제품이 있으니 로고만 만들어 잘 적용하면 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제품이나 원하는 이름을 적으면 

자동으로 로고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도 있다. 하지만, 브랜딩은 로고나 웹사이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작업이다. 브랜딩은 제품·서비스가 제공되는 맥락 안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제품·서비스

가 추구하며 소비자와 공유하려는 가치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로고, 웹사이트, 홍보물 등의 

어플리케이션은 브랜딩이 표현되는 방법의 일부이다.

  스타트업에게 브랜딩은 왜 필요한가?

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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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에게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가. 명확한 방향성 제시

  브랜딩은 스타트업이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 선택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분명한 비전과 미션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전략은 수많은 판단을 해야 하는 스타트업 상황에 척도 

역할을 한다. 또한, 브랜드 전략이 명확해지면, 스타트업 구성원이 같은 생각을 하고 전략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브랜딩을 사업 앞 단계에 해야 한다.

나. 구체화된 소통 방법

  종종 제품·서비스 개발과 마케팅·브랜딩을 별개의 업무로 인식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 제품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할 지도 제품·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누구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분위기로 전달할지 등 소통 방식을 구체화하는 브랜딩이 필요하다.

다. 인재 확보

  명확한 브랜드 미션과 가치는 신뢰감을 준다. 믿음직스러운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은 스타트업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3. 전통적인 브랜딩을 스타트업에 적용할 수 있는가?

  넉넉한 자금과 시간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기존의 브랜딩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브랜딩을 포기해야 할까? 이러한 스타트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 

린브랜딩 개념이 만들어졌다. 린브랜딩의 MVB(Minimum Viable Brand: 최소 요건 브랜드)는 에릭 

리스(Erik Ries)의 린스타트업(Lean Startup)에서 소개된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요건 제품)을 차용한 개념이다. MVP의 가설 테스트 등의 요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브랜드 

미션과 가치 수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스타트업 브랜드에 꼭 필요한 최소 요소만을 선정해 정립한다

는 데 있어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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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타트업을 위한 린브랜딩

  린브랜딩은 브랜드 미션과 4가지 최소 요소로 이루어진다. 4가지 최소 요소는 프라미스(Promise), 

스토리(Story), 가치(Values), 커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Communication 브랜드 미션)이다.

  브랜드 미션은 브랜드가 존재하는 핵심 개념과 같다. 미션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를 통해 만드는 변화를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서비스가 관련한 맥락 안의 이해

관계자와 연관되어야 하며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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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브랜드 프라미스 (슬로건· 태그라인)

  브랜드 프라미스는 기업이 어떤 제품·서비스를 제공할지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제품·서비스을 

통해서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짧은 슬로건이나 태그가 좋다.

나.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스토리는 프라미스를 기억에 남게 하도록 좀 더 자세히 서술한다. ‘시작-중간-마무리’ 구성

으로 작성한다.

  시작: 현재 상황을 설명 한다(흥미로운 이야기 요소가 있으면 더 좋다.)

  중간: 현재 상황에 어떤 기회 요소가 있는지, 왜 나의 제품·서비스가 필요한지 설명한다.

  마무리: 나의 제품·서비스가 제공하는 해결 방법을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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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는 4가지 최소 브랜딩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미션에 맞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실천 방법을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브랜드 가치는 기업이 

하는 모든 일과 연결되며 내부구성원 외의 고객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질문을 통해 핵심 

가치를 찾아보자.

  어떤 신념으로 일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성공적인 선택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을 것인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대표하는지

  다음은 브랜드 가치를 잘 설정한 Sweetgreen의 사례이다. Sweetgreen은 2007년 작게 시작해 

현재는 50개 매장을 둔 샐러드 레스토랑이다. 다음 5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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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윈, 윈 (Win, Win, Win)

  회사, 고객, 커뮤니티가 모두 윈윈 하는 솔루션을 만든다.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생각 한다 (Think Sustainably)

  나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결정을 한다.

  진정성을 지켜라 (Keep it real)

  진정성 있는 음식과 관계를 만든다.

  의미 있는 관계를 더 한다 (Add sweet touch)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부에서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 매일 접하는 모든 관계를 의미 있게 대한다.

  좋은 영향을 끼친다 (Make an impact)

  지혜롭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며, 함께 일한다.

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 (Name, Look and feel, Tone and voice)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는 미션, 프라미스, 스토리, 가치와 같은 무형적 아이덴티티를 가

시화하는 과정이다. 제품·서비스를 어떻게 부를지에 필요한 네이밍 작업, 로고, 웹사이트, 홍보물 

등에 해당하는 비주얼 아이덴티티 작업, 또한, 어떤 말투로 통일성 있게 소통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디자인 파트너가 필요한 단계라면 다음 사항을 미리 고민해 준비하면 좋다.

  정당한 비용을 치른다.

  디자인 브리프를 만들어 명확한 목적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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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콘셉트 수립 단계에서 제품·서비스에 필요한 요소와 브랜드가 추구하는 스타일에 대해 

디자이너와 충분히 논의한다. 시안은 2-3개를 받도록 한다.

  디자인 작업을 맡긴 디자이너를 믿고 존중한다.

  브랜딩을 할 때 필요한 3가지 고민 

  마지막으로 린브랜딩을 실행할 때 고민해야 할 3가지 사항이다. 린브랜딩 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딩

에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나의 브랜드가 아래 사항을 포함해 린브랜딩의 최소 요소를 중요

하게 생각하는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가. 브랜드는 시장 상황과 맥락 안에서 정체성을 구축하기 전에 스타트업 스스로 브랜드로서의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맥락은 중요한다. 대상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할 말만 한다면 매력을 끌기는커녕 소통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주체성이 없이 이리저리 시장변화에만 반응해도 자칫 주관이 

없고 매력 없는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다. 브랜드의 존재 이유와 제공할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나. 브랜드는 출시할 제품·서비스의 핵심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장점들을 모두 나열해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특히 시장요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한두 가지의 

장점만으로 소비자에게 어필이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시장의 누구에게, 어떻

게 기능과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브랜드 지지층을 모을 수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고객 

타게팅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어떤 제품·서비스이고, 누구에게 어필하고 

싶은지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매력적인 브랜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다. 브랜드는 감성적인 매력을 전달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기에는 어려운 시대이다. 새롭다는 제품 대부분은 기존 제품에서 새로운 

특징이나 기능이 추가된 정도이다. 창업자가 만든 새로운 기능이나 특징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일이더라도, 소비자에게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소한 디테일 정도 일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엄청난 관심도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 차별화 포인트를 새로운 특징과 기능에만 두기보다 제품·서

비스를 사용함으로 얻어지는 감성적인 경험에 집중해보세요. 제품의 사소한 기능에도 감성적 가치를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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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소비자와 공감대를 쌓아갈수록 더욱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

   * 브랜드의 매력을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께는 조나 버거(Jonah Berger)의 저서 컨테이
저스: 전략적 입소문을 추천한다. 감성적 요소가 없을 것 같은 검색 엔진 ‘구글’이 감성적 접근법을 활용한 
사례 외에도 브랜딩과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례를 배울 수 있다.

  지금 나의 스타트업 브랜드는 꼭 필요한 브랜딩 요소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가? 브랜드 아이덴

티티가 모호하다면, 내 비즈니스에 꼭 맞는 브랜딩 작업을 슬로워크와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 Denise Lee Yohn (13 June 2014), Start-Ups Need a Minimum Viable Brand, HBR Blog.

(여기에 소개한 린브랜딩의 내용은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캐나다 비영리기관 MaRS의 고문으로 

있는 Mary Jane Braide의 강연을 번역, 편집하여 적음을 밝힙니다.)

● Harvard Business Review: Start-ups need a minimum viable brand

● Havard Business Review: Lean Strategy,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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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목적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창조경제를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면서 청년 창업이 

주요 경제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과 청년 취업난 심화에 따라 청년 

창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

로 제2의 창업 붐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신설법인수가 1998~2000년 벤처 붐 이후 최대 규모인 지난해 9만4000개, 올 상반기 4만8000개 

등으로 급증1)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체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은 범정부차원에서 창업교

육, 창업 시설 공간, 멘토링ㆍ컨설팅, 사업화, 정책금융, 연구개발(R&D), 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2) 

  지난 2000년대 초 벤처 버블 붕괴 이후 10년여 동안 빙하기였던 국내 창업 생태계가 이처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전문인력 양성, 

내수시장 확대, 투자자금 증대, 창업 인프라 확립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편이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창업스쿨 등 창업전담기관과 

함께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청년은 

우리가족의 미래이며,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청년수당 지급문제로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선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각종 창업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그 보완대책의 하나로 서울지역 스타트업 

지원에 필요한 브랜드 뱅크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중소기업청 자료
2)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2016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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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스타트업 브랜드 뱅크 설립 필요성 

  스타트업이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개발된 제품을 수정·보완하고,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투자자에

게 설명하는 데 집중하느라 브랜딩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건 흔한 일이다. 하지만 브랜딩은 로고나 

웹사이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작업으로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와 공유하려는 

가치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스타트업은 브랜딩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3) 첫 번째는 스타트업이 예상치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 선택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분명한 비전과 미션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전략은 수많은 판단을 해야 하는 스타트업 상황에서 구성원이 같은 생각을 하고 

전략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는 종종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별개의 업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 제품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매체를 통해, 어떤 분위기로 이야기

를 전달할지 소통 방식을 구체화하는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명확한 브랜드 미션

과 가치는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때 그 이미지와 평판은 매우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스타트업은 브랜드 개발을 모든 사업 과정의 앞선 단계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지원분야가 창업 공간 등 시설 지원과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마케팅/판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브랜드 

개발 지원은 발명특허협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재능기부자를 매칭하여 재능나눔 활동으로 지원하

거나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사업비의 최대 80%(1000만~20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하는 

게 고작이다. 서울시 산하의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하이서울’공동브랜드 지원과 지식재산권 교육차

원에서의 디자인/상표권 보호 관리에 그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0여 년 전부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브랜드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조직을 추진하였으나 지분구조에 대한 불협화음과 시장 미성숙을 이유로 답보상태를 보

이고 있다. 이처럼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인 브랜드 분야의 다양한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 부설 ‘브랜드 뱅크’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3)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Start-ups need a minimum viable brand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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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스타트업 브랜드뱅크 역할 

  서울 소재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브랜드뱅크’의 역할에 대해서는 산업현장 니즈에 맞는 수요조사

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우선은 NTB 기술은행의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벤치마킹하

여 대략적인 윤곽만이라도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부설 NTB 기술은행(National Tech-Bank)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NTB 기술은행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연구 성과 관리·유통전담기관으로 국가기술자산(공

공ㆍ민간의 R&D성과물) 활용도를 제고하고 산업계로의 확산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가경

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4) NTB 기술은행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

기술자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②기술은행 구축 및 운영 ③우수 기술 상품화 지원 ④기술이전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⑤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⑥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지정자문 ⑦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⑧기술이전 사업화 현황조사 ⑨상담조직 운영 및 홍보 ⑩기술시장 운영 지원 ⑪기술평가비용 

지원.

  NTB 기술은행 사례를 참조한다면, 서울시 스타트업 브랜드 뱅크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브랜드 디자인 공모를 통해 우수 브랜드를 발굴·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스타트업 

중심의 수요업체에 발굴된 우수 브랜드를 지원하는 것이며, 셋째는 스타트업의 브랜드 전략을 컨설팅

하여 성공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넷째는 성공기업의 개별 브랜드도 상품처럼 유통되도록 거래시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가. 브랜드 디자인 공모

  브랜드 디자인 공모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각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모전은 각기 다른 개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과성에 그치고 선정

된 우수 브랜드 작품들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기 쉽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들 

브랜드 우수 공모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도울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대상 브랜드 공모전은 청년 창업 붐을 조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발명특

허나 자격증 갖기 운동처럼 청소년 1개 브랜드 갖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함께 예비창업 때부터 철저한 창업 준비를 돕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스타트업 대상 우수 브랜드 제공

  보유 브랜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브랜드 자원의 활용 확산을 위한 브랜드 정보제

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브랜드 자원의 정보화를 통해 브랜드 중개자와 브랜드 수요자

의 이해도 및 사업화 관심도를 높이고, 브랜드 및 브랜드 평가에 관한 정보 등 브랜드 이전사업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각종 브랜드 디자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브랜드·디자인을 수집·

4) NTB기술은행 소개(https://www.ntb.kr/common/selectNTBInform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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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여 브랜드 뱅크에 등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국내ㆍ외에 분산되어 있는 브랜드 이전ㆍ평가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하는 단일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브랜드 수요기업, 브랜드 거래ㆍ평가기관, 브랜드 공급자, 브랜드 개발 투자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정보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한다. 우수 브랜드의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제공하고 브랜드 이전설명

회 등 브랜드 마케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브랜드 이전과 거래를 촉진한다. 

다. 브랜드 전략 컨설팅

  브랜드뱅크는 데이터베이스(DB)화되어있는 다양한 브랜드 정보를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을 대상으

로 제공하고 이들의 브랜드 수요를 발굴하여 맞춤형 브랜드 론칭을 돕는다. 신생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이 브랜드 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ㆍ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브랜드 관리 및 

체계, 브랜드 포트폴리오전략, 브랜드 확장전략, 브랜드 강화 및 재활성화 전략 등에 대한 브랜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밖에 브랜드 이전 사업화를 돕기 위해 브랜드 수요기업의 브랜드 이전ㆍ사업화 애로사항을 온라

인에서 접수ㆍ응대하여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라. 브랜드 거래시장 조성 

  기업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자산(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거래, 과거 또는 현재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자산 거래(매매 및 사용계약), 유명인(퍼블리시티권) 브랜드 거래, 브랜드 불법침해관리 

등 브랜드 거래 종류와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5) 이에 따라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의 

지식재산 그리고 아이디어, 문화자산, 브랜드자산, 방송프로그램, 영화, 소설, 만화, 대학교, 유명인 

등 무형의 무체재산(지식재산)을 현실화하는 자산화 비즈니스산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거래규모는 글로벌 기준으로 2011년 235억4000만 달러(약 26조원)에 달하며, 

실제 거래규모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웃 중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지난 2011년

부터 상하이에 브랜드거래소를 설립, 운영 중이다. 우리의 경우도 한국거래소, 기술은행 등에 이은 

브랜드 거래시장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3. 서울시 스타트업 브랜드뱅크 설립 추진 방안 

  서울통상산업진흥원(SBA)은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

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63조, 민법 제3장 및 서울산업진흥원 설립운영조례에 따라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1998년 3월 설립됐다. 

5) 한국브랜드마케팅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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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능은 서울형 전략산업의 지원ㆍ육성, 창업활성화 및 기업육성,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활동 지원 등이며, 청년창업센터를 필두로 창업스쿨, 크리에이티브 랩, BS산업지원센

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통상지원센터, 북경무역관, 다누리, 서울샵, SETEC, 기술융합센터, 서

울기술혁신센터, 서울지식재산센터, 성수IT종합센터, 신기술창업센터, DMC첨단산업센터, DMC산

학연구센터, 서울시녹색산업지원센터, 서울게임콘텐츠센터, BS산업지원센터 등과 그 밖의 수많은 유

관기관이 함께 창업 준비→창업 초기→우수기업 성공까지 기업생애 주기별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스타트업 브랜드 뱅크는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 창업과 육성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통

상산업진흥원 산하에 두는 것이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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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스타트업 브랜드뱅크 기대효과  

  서울은 국내에서 스타트업 창업이 가장 활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규모도 가장 크다. 그러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이 모여 집단을 이루는 서울에서 브랜드 뱅크 설립과 이를 통한 브랜

드 지원사업을 선도하는 게 청년창업의 붐을 조성하고 청년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성공적인 브랜드는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는 자산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청년수당 지급으로 오늘의 청년문제를 사회 이슈화하는 데 앞장 선 것처럼, 서울시는 다소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분야로 생소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스타트업 브랜드 뱅크를 설립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창업 빙하기를 거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제2의 창업 붐에 불을 지피는 것은 어떨까.   

  또한 브랜드 뱅크는 창업자, 대학/멘토/인큐베이팅 등 창업지원기관, 엔젤/벤처투자자/투자은행 

등의 투자가를 상호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브랜드 뱅크는 예비창업자는 실패의 두려움이 없이 창업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재창업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 과정이 선순환

하는 창업생태계 구축에도 일조할 수 있다.  

2. 맺음말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물론, 경영을 통한 이익 창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 학교 등도 브랜드 경영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며 점차 자기의 브랜드를 세계화하여 고유 

브랜드로 창출하고자 시도하고 있고, 상당 부분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브랜드의 중요성이 

더욱 강하게 인식되어 한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전체 자산 가치를 상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제 기업의 성공 여부는 브랜드의 성공에 직결해 있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 되어 있다.6)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서울광장에서 서울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 

‘I·SEOUL·U’선포식을 가졌다. 서울 브랜드는 국제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16,147작품 가운데 최종 

선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대표도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처음에는 ‘하이 서울’브랜드에 비해 낯설었는

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    

  새로운 서울브랜드의 안착과정처럼 국내 스타트업의 경우도 사업 초기에는 불안정한 신생벤처기업

이지만 기업연륜이 쌓이면서 적은 자본금과 높은 위험성, 그리고 높은 잠재적 보상 등을 극복하면 

개중에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처럼 미래의 글로벌 거대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6) 브랜드 네이밍(정경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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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을 못 이긴 미풍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몇 안되는 것 중 하나가 미원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미원이 비록 일본 아지노모도를 모방했으나 국내 시장에서는 선점 차별화를 이룬 반면, 미풍은 동일 

시장에서 이를 다시 모방하는 아류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다.

  제품의 품질에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네이밍의 문제라는 것이 마케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쟁을 위해 가격을 낮춘 미풍을 싼 맛에 구입하면서도 미원이라고 호칭하는 소비자도 많았던 것을 

당시 제일제당 시람들은 악몽으로 기억하고 있다.

1. 가치제안과 포지셔닝

  기업은 고객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고객에게 채택되면 수익을 제공받는 

것이 비즈니스의 흐름인데 차별화는 고객에게 채택받기 위한 전략이고 정확한 포지셔닝이 뒷받침 되

지 않으면 차별화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가치제안

  고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특정한 가치를 제공하는가?

  특징, 새로움, 디자인, 브랜드 지위, 가격, 비용절감, 리스크절감, 편리성...

  제각기 다른 세그먼트의 고객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한마디로 고객이 왜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야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제공은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인가?

1 서론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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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셔닝

  포지셔닝이란 자사에서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쟁업체보다 우월한 능력을 

갖추어서 고객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활동이다.

  아래의 그림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경재우위와 포지셔닝

출처 : 채서일, 마케팅, 1998

  또한 포지셔닝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어서 mind share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객의 기억 속에 먼저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구점을 집중해서 중요성

이 떨어지는 것은 포기하는 등의 원칙이 필요한 것이다.

  

리포지셔닝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의 욕구와 경쟁환경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차별점이 상실되어 경쟁

우위가 낮아지면 리포지셔닝이 필요하게 된다. 기업이란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인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다.

  리포지셔닝은 타겟마켓을 옮기든지 또는 가치제안의 내용이 되는 제품, 서비스에 변화를 주거나, 

그에 대한 인식을 바꾸거나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게 된다.

2. 제공가치의 소통수단으로서의 브랜드

전달수단과 소통수단

  기업이 제안하는 가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각종의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달되고 고객

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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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공가치의 차별화와 포지셔닝을 궁극적으로 반영하여, 비록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

지 않은 고객일지라도 포함한 목표 세그먼트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가치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이 소통이고 여러가지의 소통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브랜드의 구성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브랜드 네임, 로고와 심벌, 징글, 슬로건, 캐릭터, 

패키지, 브랜드 칼라, 서체 등이 있다.

브랜드 네임

  브랜드 네임은 제품을 연상시키는 핵심주제를 나타내며 짧은 시간에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

의 핵심요소이다. 즉 제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소비자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역할

을 하는 중요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로고와 심벌 등

  브랜드네임 이외에 브랜드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은 시각적, 청각적, 서술적으로 브랜드네임이 

추구하는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로고와 심벌(Logo and Symbol)은 시각적으로 브랜드 네임을 뒷받침해 준다.

  징글(Jingles)은 음악적 메시지로서 CM Song같은 음악적 슬로건이 이에 포함된다.

  슬로건(Slogan)은 짧은 서술 문구로 브랜드의 의미나 방향을 제시한다.

  캐릭터(Character)는 사람이나 가상의 동물, 사물로 브랜드의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패키지(Package)는 브랜드를 나타내고 서술적 정보를 전달하여 제품소비를 돕는다.

  브랜드 칼라(Color)는 색채로 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검정은 우아함, 빨강은 정열.

  서체(Typeface)는 브랜드 네임에 어울리는 서첵가 선택되어 명함, 봉투, 패키지에 사용.

3. 브랜드 네이밍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문가들의 브랜드 네이밍 과정을  따라 하기는 쉽지 않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간추린 내용만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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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네임의 요소

의 미

청 각 시 각

Brand
Name

  브랜드 네임에는 의미,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청각적 요소 때문에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브랜드 네임이 성공하는 것이며 이 특징은 네임과 함께 

브랜드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디자인(로고, 심볼 등)에는 없는 것으로서 입소문을 통한 

브랜드 전파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브랜드 네임의 유형

설명형(Descriptive)

  브랜드(제품, 서비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네이밍이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함축적인 브랜드네임보다 마케팅비용이 낮아진다 . 삼성전자의 애니콜(Anycall)

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잘 된다”는 뜻을 지니고, 부르기도 쉽고 휴대폰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성공사례이다. 다만 이 방법은 독특하고 고유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고 상표

등록 가능성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연상형(Associative)

  브랜드(제품, 서비스)의 특징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간접적인 표현으로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연상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대상그룹은 

미원이 가지고 있던 “회학조미료”라는 인식을 털고 건강과 웰빙에 관심있는 신세대 주부들을 겨냥해서 

새로운 브랜드 “청정원”을 탄생시키고, 찬란한 햇살, 아름다운 산, 깨끗한 물, 푸른 녹음이 어우러진 

BI로 교체하여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연상형의 또 다른 장점은 상표등록 가능성

이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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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형(Freestanding)

  제품이나 서비스와 무관한 제3의 표현기법이다. 타브랜드와 철저한 차별화를 통해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고 독특한 네이밍과 이미지로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기 용이하며 상표 등록 가능성도 높다. 그러

나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마케팅 비용의 상승을 

초래한다. SK 텔레콤의 "TTL"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으나, 회사는 TTL 전용단말

기, TTL ZONE, TTL 멤버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TTL"의 뜻은 무의미한 상태로 

유지했는데 이는 타겟인 20대 고객층의 문화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

 

네이밍 프로세스

  소규모의 스타트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간편한 네이밍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환경분석 :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

  포지셔닝 : 위에서 설명했으나 소비자의 마음을 선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

  네이밍요소 추출 : 포지셔닝을 통해 찾아낸 강점을 언어로 표현

  네이밍 초안 작성 : 의미, 상징, 이미지를 동원해 다수의 이름 후보 작성

  검토, 평가, (수정)선정 : 다수의 후보를 검토, 평가하여 최종 (수정)선정

네이밍 기법과 기준

  네이밍 기법 : 구체적인 네이밍의 기법으로는 결합/삭제, 의성/의태어, 연음화, 의인화, 유머, 상

징, 외 기타 등등 수십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소개를 생략함.

  네이밍 기준 : 구체적 기법을 소개하는 대신, 네이밍을 위한 원칙, 체크포인트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한다.

    1. 의미와 느낌이 제품과 일치해야 한다.

    2. 짧고도 강력한 이름이 좋다.

    3. 기존의 다른 이름과의 차별성이 보여야 된다.

    4. 앞날에 대비하여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5. 부정적 연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6. 등록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7. 발음하기 쉽고, 듣기 편하고, 기억하기 좋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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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포지셔닝 구현수단으로서의 브랜드 네이밍

  포지셔닝은  목표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마케팅 기법이다.

고객의 니즈와 경쟁업체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자사의 강점이 합치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포지셔

닝이고, 이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화로 나타나는데, 고객에게 차별화와 포지셔닝에 대해 알리는 

수단이 브랜드다.

  포지셔닝은 또한 mind sharing 이어서 소비자의 기억을 선점하는 것인데, 브랜드의 구성요소 가운

데 시각적 디자인을 위주로 한 로고, 심볼 등에 더하여 브랜드 네임은 부르고 듣고 하는 청각적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좋아서 전파력이 훨씬 강력하다.

  브랜드네임은 입소문 마케팅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어서 어떠한 인위적 장비의 추가적인 도움 없이

도 브랜드(상품,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잘 지은 브랜드네임이 마케팅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주는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전문업체에게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면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겠으나 신생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그럴 여력이 없는 실정이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간편하고 실용적인 프로세스와 기준을 

소개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네이밍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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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만들기

장효성 Newton(뉴턴) 대표



1.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_ 556

2. 테두리를 밝은 색으로 만들어라 _ 557

3. 사진에 간단한 핵심단어를 넣어라 _ 557

4. 사진의 모양을 바꿔라 _ 558

5. 바탕색을 넣어라 _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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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이란 아래 그림1 의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인테넷에 올린 나의 글을 대표하는 손톱만큼 작은 

사진을 말한다.

<그림 1> 썸네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찾는 글들이 첫 페이지에 10~20개 정 도 올라오는데 사실 깨알만

한 크기로 쓰여 있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한 눈에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사진이 썸네일인데 블로그나 SNS 사용자들은 일차적으로 이 사진이 흥미로우면 

이 글을 먼저 읽는다.

  썸네일 사진은 썸네일용으로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SNS에 올린 사진 중에서 대표 사진으로 

정한 사진이 자동으로 썸네일이 된다. 

  그러면 썸네일 사진은 어떻게 만들면 눈에 잘 띄게 만들 수 있을까?

1.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의 PRIBLE 사진처럼 정사각형으로 대표사진을 들면 썸네일 사진도 변형 없이 올라오지만 아래 

사진2 처럼 직사각형 사진을 대표이미지로 정하면 글 속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썸네일로 보여질 

때는 축소되어 보여져 균형이 맞지 않는 사진이 된다.  

    

<그림 2> 원본 사진과 축소된 썸네일 사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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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두리를 밝은 색으로 만들어라

  모든 글의 앞에 썸네일 사진이 붙기 때문에 다른 썸네일 보다 특색이 있어야 방문자의 눈길을 끌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썸네일 사진 테두리를 밝은 색으로 둘러주면 방문자의 눈길을 

끌 수 있다.

<그림 3> 테두리 있는 썸네일 사진과 없는 썸네일 사진 비교

3. 사진에 간단한 핵심단어를 넣어라

  어떤 사람이 딸기 고르는 법을 알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내 글의 썸네일에 딸기 고르는 법이라는 

글이 함께 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글을 먼저 읽을 것인가?

  그냥 딸기 사진보다는 딸기 고르는 법이라는 글이 있는 사진을 먼저 고를 것이다.

  그림4에서 핵심단어가 들어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을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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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핵심 단어가 없는 썸네일 사진과 있는 썸네일 사진

4. 사진의 모양을 바꿔라

  대표사진이 일반 사진이 아니라 얼굴 사진이라면 정사각형보다는 원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모양

이 달라서 눈에 잘 띈다.

  그림5에서 둥근 사진과 정사각형 사진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5> 테두리가 둥근 쎔네일 사진과 정사각형 썸네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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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탕색을 넣어라

  썸네일 사진의 배경이 흰색이라면 보색의 배경색을 넣어 주는 것이 방문객의 눈에 더 잘 보인다.

그림 6에서 배경색이 있는 사진과 업는 사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6> 배경색이 있는 썸네일 사진과 없는 썸네일 사진의 비교

  썸네일 사진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SNS에서 글 

쓰는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서 얼마든지 더 잘 보이는 썸네일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썸네일 사진 한 장 잘 만들면 영업사원 여러 명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NS에서 제품 홍보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신경 써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브랜드지원방안 연구

함규식 콘텐츠스퀘어주식회사 대표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문제 _ 562

  1절. 연구의 배경 및 요약 _ 562

  2절. 연구문제 _ 563

  3절. 연구 방법 _ 563

2. 청년 창업의 현실 _ 564

  1절. 청년 창업 동향 _ 564
  2절.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제도 현황 _ 564

3. 청년 창업 브랜드 지원방안 _ 565

  1절.  직접 지원 방안 _ 565

  2절.  간접 지원 방안 _ 566



562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1절. 연구의 배경 및 요약

  청년 창업가들의 사업 실패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브랜드 홍보의 실패로 인한 경우가 많다.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창업가들이 목표로 삼는 시장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기업 생존에 

절대적이지만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방법을 잘 모르거나 지원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청년

창업가들에게 적절한 브랜드 전략은 필수적이다. 브랜드는 오늘날 기업에게 있어 소비자들에게 단순

히 식별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감정과 이미지를 갖도록 해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상상력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려는 청년사업가들에게 브랜드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청년사업가들을 위한 브랜드 지원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청년창업의 현실에 대해 살펴

봤다. 한국의 청년 창업 현실은 2천년대 초반 창업 붐에 비해 많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많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창업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특히 청년 

창업가들은 자금 지원과 함께 선배 창업가들의 현실적인 멘토링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여전히 청년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경우 이러한 선후배 창업가들 간의 교류

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 작게나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어

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체계적 접근에 대한 

아쉬움을 청년창업가들은 토로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청년창업가를 위한 브랜드 지원 방안을 직접적인 

지원 정책과 간접적인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직접 지원방안으로는 청년사업가 브랜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먼저 들 수 있다. 청년사업가의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과 경쟁하

면서 새로운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가의 

브랜드 전략 실행을 위한 전문 정책자금과 투자전문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창업가들의 브랜

드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타 지원 정책

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청년창업가 브랜드 지원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간접적 지원방안으로는 청년창업가를 위한 브랜드 붐을 조성해 청년창업가들이 브랜드 홍보를 지원

하고 청년창업가들의 브랜드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창업가들의 브랜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브랜드 전략 수립을 돕고, 학교와 연계해 잠재 청년창업가들의 브랜드 창업을 지원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기존 거대 사업자들이 청년창업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감시와 제도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된 이러한 청년창업가를 위한 브랜드 지원방안들은 추후 정책 입안시 좀더 세밀한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문제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브랜드지원방안 연구 ● 563

2절. 연구문제

  1. 브랜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창업과 관련된 어려움은 무엇인가?

  3. 청년 창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브랜드 관련 정책은 무엇인가?

3절.  연구방법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해서 브랜드 전략을 문헌 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2의 해결을 위해 문헌 조사와 함께 실제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FGI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연구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 또한 FGI를 통해 도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

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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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청년 창업 동향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의지는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직장 취업에 크게 

뒤지고 있다. 2013년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 백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92%가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큰 무모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들의 창업 관련 

활동이나 관심에서도 확인되는 데, 대학생들의 창업관련 활동이나 관심은 매우 낮아서, 대학생 중 

창업 관련 과목의 이수 비율은 2.6%이며,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학생도 0.87%에 불과하다. 전국 

대학(466개)의 창업동아리와 참가자는 각각 1,833개와 22,463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창업동아리당 

평균 12.2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2절.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제도 현황

  본고는 청년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FGI를 진행했다. FGI는 이들의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크게 

1. 지원 제도에 대한 생각 2. 운영 지원에 대한 생각 3. 멘토링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그 결과, 대부분

의 청년창업가들은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복잡하고, 특히 선배 창업가들의 노하우를 배울 기회

와 같은 사회적 연계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를 기준으로 현재의 청년 창업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연계성 미흡  

  2.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미흡

  3. 청년창업기업 지원 사업화자금 부족

  4. 청년창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 미흡

  5. 청년창업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6. 창업실패에 따른 재도전 장치 및 재창업 지원 미흡

  7. 청년창업 붐 조성 미흡

2 청년 창업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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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직접 지원 방안

1. 청년사업가 브랜드 지원 자금 

1) 청년사업가 브랜드 전용 정책자금 마련

  창업자들은 자금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향후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청년창업 전용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사업가 브랜드 투자전문펀드 조성

  유망한 청년창업자의 브랜딩 자금 조달난 해소를 위해 투자전문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투자전문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실적과 성과가 

높은 벤처캐피털회사가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대상은 청년창업사관학

교 졸업자,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식·기술 사업화기업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엔젤투자 활성화 도모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엔젤소득공제제도의 

개선 및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엔젤투자금액의 10%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0%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에서 향후 엔젤투자금액의 일정액(예: 상한 3,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의 30%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1) 청년사업가 브랜드 지원 사업 간 연계성 확보

  청년창업 브랜드 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 프로세스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년사업가 브랜드아카데미 등 창업교육 수료자에 대해 예비 브랜드창업

가 육성사업,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서울특별시) 등의 수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창업가 브랜드 지원사업의 성공모델 확산

  청년창업가의 브랜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유사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 성공사

3 청년창업 브랜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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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발굴하여 널리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가 추진해오고 있는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가 현재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이 모델을 

여타 시·도별 자치단체의 관련 정책과 연계 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브랜드 관련 창업교육 및 창업경진대회, 사업화 지원 등이 중앙-지방

정부간 유사·중복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청과 시·도별 자치단체간 ‘청년창업지원사업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지방정부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이 어려

울 경우, 국무총리실이 중앙-지방정부간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창업가 글로벌브랜드 활성화

  중소기업청이 201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나 창업선도대학 지원사

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창업지원과 함께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를 보유한 

다수의 기업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1세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세계적인 강소 브랜드 성공창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만이 

아닌 해외유학생 창업자의 유치·육성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 중관촌의 경우, 2000년 이후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 거주 중국인 유학생(창업희망자)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지원조건을 

제시하여 중관촌에서 창업하도록 함으로써 벤처붐을 일으켰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청년창업가 브랜드 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창업자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 지원 등 전 과정의 지원 사업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년창업 관련 정보의 DB는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단순 안내기능 뿐만 아니라 창업성공/실패사례, 

국내외 창업동향 소개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할 것이다. 

2절. 간접 지원 방안 

1. 청년창업가의 브랜딩 붐 조성 

  청년층이 브랜딩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청년창업가 브랜드 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년 5월 개최하는 중소기업주간행

사와 같이 매년 11월중 1주간을 ‘청년기업주간’(YES Week = Young Enterprise & Start-up 

Week)으로 설정하여 언론과 공동으로 ‘청년사업가 브랜드 붐’ 조성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과 아울

러 연례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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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창업가 브랜딩 마인드 함양 및 창업교육의 체계적 추진 

  청년사업가의 브랜딩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는 초등·중등·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브랜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교육프로그

램을 마련하되, 중소기업청 등 경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사업가 브랜드 인력 양성

  양질의 청년사업가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력 기반 자체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 

초중고 정규 교과목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의 하나로 브랜딩 영재교실 운영과 같은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마케팅 감각은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하기 때문이다. 

4. 청년사업가 브랜드 지원 이후 사후관리 및 재도전 제도 개선

1) 멘토링·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

  청년창업기업은 사회경험, 사업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기존 중소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당수의 창업기업이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브랜딩의 경우 이론 보다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배 창업가들의 브랜드 생성 및 관리 노하

우 전수는 필수적이다.

2) 브랜드 관리 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 

  우리나라도 청년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실패를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사회문화와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전한 기업경영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 면책재산의 범위를 현실화하

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도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생계비 인정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전한 브랜드임에도 불구 기업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진 

브랜드는 한시적으로 브랜드 위탁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전자상거래 청년사업가 브랜드 지원과 소비자 보호

  오픈마켓과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의 소규모 쇼핑몰은 청년사업가들이 사업 개시에 적합한 시장으

로서 높은 성장 추세에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에 대형사업자 진입으로 입점 청년사업가의 브랜딩 

상의  애로와 카페․블로그형 소규모 쇼핑몰의 소비자 피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의 청년사업가 

브랜드가 창업 초기부터 이러한 피해를 당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오픈마켓 간 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사업가의 브랜딩 관련 경쟁력 제고를 지원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도 필요하다. 거래규모의 90%를 점하는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가 계약 상대인 청년사업가들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소셜

커머스가 청년사업가들의 마케팅 활용 채널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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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시정할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

하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사용하는 불공정약관을 

점검하여 시정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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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SBA창업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청년재창업 활성화 방안수립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0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다양한 창업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소외되는 재기 
기업인들이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발판삼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나 40대 미만인 
청년창업의 성공률은 40대 이상의 창업 성공률보다 낮아 사회적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재창업지원
제도는 자금과 경험 및 아이템도 취약한 청년창업가에게는 지원받기 어려운 여건으로 실패한 청년창
업가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되어 40대 미만의 청년 재창업가를 중심으로 
기존 지원정책과 함께 특화된 지원을 검토코져함.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독창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청년재창업에 역점을 두어 ①창업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② 창업실패에 대한 현황 및 문제
점을 파악③ 창업지원체계 파악④ 재도전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 등을 파악⑤ 창업지원체계와 재도
전 정책과 연계한 효율적 구축방안을 모색함.

Ⅳ. 연구결과

  2017년 2월 창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지역에 산재한 지원부처를 서울창업허브로 통합 운영
할 계획에 따라 별도의 투자나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재창업지원을 운영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운영주체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청년창업지원체계에 실패한 청년창업가의 재창업이 
가능한 분야인 웹, 모바일 등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발달에 따라 집중 육성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결
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정책으로 사료됨.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2017년 2월 개관예정인 서울창업허브에 청년재창업 종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청장년창업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재풀, 정보교류, 교육 등 통합된 지원체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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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창업현황은 IMF이전에는 어려운 사회 여건 하에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장년 

창업가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만 하는 자수성가형이었으며 연대보증제도도 엄격하여 창업 실패

시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어야만 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IMF 이후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함과 동시에 청년채용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국제적으로 성공한 미국의 실리콘 밸리의 성공신화를 모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

년 실업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육성의 정부주도형 창업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매출액 천 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이 400여 개에 이르는 등의 성과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열악한 창업환경에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엔젤투자 등 초기 창업자금 부족,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기업생멸은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소멸기업중 개인기업은 약62만개, 법인기업은 약4만개

로, 총 약66만개의 기업들이 소멸하고 있으며, 3년후 생존율이 41%, 5년후 생존율은 25%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에 그쳐 창업기업의 지속적성장 및 시장안착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지만, 여전

히 많은 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전적인 창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 번 실패하면 신용

불량의 낙인이 찍히고, 이로 인해 민간 금융 활용이 제한되는 등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다양한 창업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소외

되는 재기 기업인들이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발판삼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실패의 경험

이 있는 기업인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보완대책도 수립하여 

중장년 중심의 재창업 환경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창업의 여건에서 40대 미만인 청년창업의 성공률은 40대 이상의 창업 성공률보다 낮아 사회

적 손실이 큼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창업지원제도는 40대 이상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있어 실패한 청년창업가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40대 미만의 청년 재창업가를 중심으로 기존 지원정책과 함께 특화된 지원을 

검토코져 한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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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내용

  중앙정부에서는 재창업에 대하여 2010년부터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으므로 중복된 범위를 피하고 서울시 산하단체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라 칭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독창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청년재창업에 역점을 두고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하며,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정부지원정책 및 실패기업인들의 재기성공내용 등을 조사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창업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② 창업실패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③ 창업지원체계 파악

  ④ 재도전 지원정책의 현황과 한계 등을 파악

  ⑤ 창업지원체계와 재도전 정책과 연계한 효율적 구축방안을 모색

제1절 창업현황 및 문제점

1. 창업기업의 창업현황

가. 연령별 창업분포

  최근 한국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기존 산업계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상당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고 있으며  또한 기존에 취업한 청년들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퇴직을 한 후 새롭게 일자리 경쟁에 뛰어들어야하는 실정으로 전국적으로 중장년

층 사업체 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청년층 사업체 수가 감소 (30대연령층 모두 급격히 감소, 50대 

연령층의 사업체 수는 급증함)하고 있으며 20대는 1%도 못 미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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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별 연령별 신설법인 추이

  청년창업자(39세 이하) 법인 신설현황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고 서비스 분야(71%)에 집중되어 있어 생계형 창업보다는 우수인재의 기술창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청년층 자영업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1997년 이후, 전반적으로 전체 

중 청년층 자영업자는 지속적 감소, 2014년에는 2.9%로 나타나 20대 비중이 절반 이하로 감소, 30대 

비중은 다소 하락하고 있다.

  - 청년창업 신설법인 추이 : 31%(’08년) → 29%(’14년)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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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업기업의 생존율

1) 신생기업과 소멸기업

  기업생멸 행정통계결과에 따르면, 소멸기업중 개인기업은 약62만개, 법인기업은 약4만개로, 총 약

66만개의 기업들이 소멸하고 있으며, 3년후 생존율이 41%, 5년후 생존율은 25%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중 최하위에 그쳐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시장안착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2) 폐업률과 추세분석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폐업률이 높은 것일까? 그 이유는 기술 또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창업보다는 숙박업, 도소매업과 같은 생계형 창업비중이 63%로 세계최고 수준

이기 때문이다.

  숙박·도소매업과 같은 대표적인 생계형업종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조금만 준비해서 창업에 도전

할 수 있기에 금방 과다경쟁에 처하게 되는 레드오션시장이 된다.

  또한 대표자 연령별 생존율은 5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50대가 대표자인 곳(33.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60대 이상 대표자의 기업(32.8%)이었다. 

  그러나 30대미만 대표자기업에선 그 비율이 16.6%에 그쳤다. 즉, 대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기업

의 5년간 생존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경영과 관련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만큼 신중

하게 경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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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년창업의 실테

1) 청년층 창업기업의 생멸통계 변화

  - 청년층에서 신생률과 소멸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유동성이 매우 큼

  - 전체 신생기업 중 20대 자영업자 비중 역시 2007년 7.6%에서 2012년 6.5%로 감소

  - 30대 대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33.5%에서 2012년 31.1%로 감소청년 창업 전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추세
(단위 : 천 개)

2) 청년기업의 기업생존율 추이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청년창업가들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생

멸통계를 보면, 30대 이상이나 평균 통계보다도 그 생존율이 훨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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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창업과 관련해 유형이나 연령대를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일본, 영국보다 

우리나라는 63%가 생계형 창업 위주이며, 더욱이 20~30대 청년층의 창업 활동참여가 저조하여 벤처 

창업의 질적 고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창업지원정책

가. 정부종합지원정책

  정부에서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창업교육, 

창업시설 및 공간지원, 사업화, 정책금융, R&D, 해외판로 등은 중기청, 멘토링 및 컨설팅은 미래부와 

특허청에서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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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년창업지원정책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실전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이 강했으나, 중소기업청과 중소

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창업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실무중심의 창업CEO양성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사관학교, 창업진흥원의 창업보육체계 강화 등을 중

심으로 하여 실전중심의 창업, 투자연계 등의 본격적인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으며 이 시기를 즈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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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 대학이나 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추기 시작

하였는데, 창업선도대학,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등을 들 수 있다.

다. 청년창업지원성과

1) 청년창업사관학교 성과추이(배경화, 성과관리방안연구)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 단계 전분야를 일괄 지원하여 혁신

적인 청년창업 CEO을 양성하는 기관임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4년 현재 총 965명의 청년 창업CEO를 배출하여, 매출액 2,951억 원, 

3,998명의 고용창출 및 1,428건의 지식재산권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시현하였음

(기준일 : 2014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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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선도대학 운영(배경화, 성과관리방안연구)

  창업진흥원의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은 창업지원 인프라 및 성과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지원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고, 대학생 및 일반인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7천만원(사업비

의 70%이내)까지 지원하며,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지원하고 있음.

3)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앱, 콘텐츠, SW 융합 분야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사업계획수립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실전 창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

  - 주요 지원대상은 앱, 콘텐츠, SW융합 분야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만 40세 미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 지원은 연간 최대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를 사업계

획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부담)하여야 함.

  - 주요 지원내용은 교육 및 전문 멘토링을 통해 청년창업자 보유 아이디어의 사업계획 수립, 아이템 

개발, 창업 및 사업화를 단계별로 일괄 지원함.

3. 창업 실패요인

가. 장애요인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투자→창업→성장→자금회수→재투자·재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나 한국은 창업 실패 후 재기가 어려움 

 

  

국가별 창업 장애 요인

나. 실패요인

  사업정리기업의 실패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4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적자누적’(41.8%), ‘거

래처판매대금회수지연’(40.8%), ‘거래처 도산/부실 등’(3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응답자 

대부분의 특성에서 ‘판매부진’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법인은 ‘거래처 판매대금 회수지연’이상대적

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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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패의 주요 원인(중소기업청) 191개 재도전기업 사례(2013.12)

  한편, 재창업 후 실패한 사례와 원인을 살펴봐도 실패원인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창업

자금을 받은 이후 다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을 분석해보면 판매부진, 투자실패 등 비즈니스모델의 실패

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패 횟수에 다른 실패원인(2013년 기준, 중소기업진흥공단)

  따라서 창업의 실패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여  

  － 대표자의 경험부족과 미흡한 사업계획, 아이템선정실패, 입지선정오류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실패원인들이 존재

  － 동업종 경험축적, 창업교육수강, 창업성공∙실패사례연구 등으로 미처 생각지 못한 다양한 실패

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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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의 문제점

가. 다양한 부처의 정부지원체계운영에 효율성 저하

  1) 각 기관에서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역할에만 치중하다보니 기관간의 상호연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2) 정부기관이든 대학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 CEO프로그램 운영조직의 수익창출 효과는 미흡하다

는 것임.

  3) 대부분의 교육지원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는 창업지원사업을 주관 기관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춘 지표(개설강좌 수)와 교육생 측면에서의 사업효과(창업률)를 측정하는 

지표가 혼재되어 활용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창업 촉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은 물론, 창업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인프라 

및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즉,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

라도 미흡하고, 창업 이후 관리와 경영지원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5)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문제는 중소기

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통일된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었음.

나. 청년창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회인식이 대체로 부정적

  1) 창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자녀가 창업을 

하는 것에 더욱 부정적인 경향(창업 반대 23.3%)

  2) 청년층의 과반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 보유

  3) 청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

  - 창업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35.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창업공간 등 인프

라 부족’(24.3%), ‘사업운영 과정의 어려움’(21.3%) 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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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한계

  1) 청년층에 특화된 창업지원보다는 기존 중장년층에 맞는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른 연령

층과는 다르게 청년층은 교육·서비스 계열 창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특화된 맞춤

형 창업지원이 필요

  2) 창업 전체 과정 중 일부 단계에만 많은 사업과 예산의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창업교육 생태계의 불균형 초래

  - 창업 이론 교육에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이 편중되어 있어서, 실제 창업활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창업활동의 활성화를 막고 있음

  - 실습형 훈련프로그램보다는 이론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치중된 창업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

으로 창업 교육에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수법이 부족

  - 과학기술 중심의 실습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일부 소수 대학에서만 실시

라. 창업자금의 조달의 한계

  청년창업가들은 사회경험의 부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 미약하여 대다수는 자신의 재산이 없거나 

대출을 일으킬 신용도나 담보의 확보도 여의치 않는 상태로 자금조달에 50%이상 애로점를 격고 있다.

  현재 엔젤투자의 활동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자금은 대출이

다. 창업관련 금융 산업이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창업자들의 인문학적 아이디어, 창업자의 역량과 의

지,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 자산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투자를 통한 자금지원이라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위주의 자금 지원이 대부분이고 이는 연대

보증  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창업자원이 때때로 청년창업자들의 족쇄로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창업의 46%가 5년 이내 문을 닫는 현실 속에서 청년창업은 때로는 신용불량의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다만  술기업생존율은 일반창업보다 생존율이 높아서 

80.7%이기 때문에 청년창업에 있어서는 기술기반기업을 활성화한다면 가능성이 높다.

5. 창업의 활성화방안

가. 창업 부정적 인식개선 및 창업 인프라 구축

  기업가정신 및 창업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훌륭한 인재가 창업분야로 끊임없이 

유입되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나. 청년층에 특화된 창업지원정책

  청년창업가 전용 창업펀드 조성·운용을 위하여 대학기술지주회사, 투자회사가 학생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신기술 창업전문회사를 통한 창업자금 지원 및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교육을 통해 육성·검증된 학생 창업기업에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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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업실패 시 재도전 발판 및 지원 마련

  1)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실패사례 또는 실패 시 대처방안에 대해 미리 교육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 가능한 실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창업가의 실패경험이 자산화 될 수 있는 사회구조

를 만들어야 함

  2)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각종 규제에 대해선 완화 필요

  - 청년층은 대부분 경험이 중장년층 창업가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낮은 경우가 

많음

  -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수혜자가 5%도 안되기 때문에 창업 1년이내 기업에 

대해 기술사업 평가등급 BBB이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부 지원, 자금조달분야에 까다로운 요건들

을 개선해야 함

라. 기술과 혁신 기반 창업역량 강화

1) 기술창업 훈련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기술 보유자가 실제 창업으로 원활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천 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이 필요

  - 각 단계별 교육받았던 사항을 직접 해보면서 학습(Learn by Doing)하고, 해당분야의 사업전문

가와 시장전문가, 창업훈련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 훈련방법을 알려주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패 

확률을 낮춤

  - 메이커톤, 해커톤 등 다양한 기술기반 시제품 개발 전문 캠프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제공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지역에 위치한 공공 연구기관·대학의 모든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지주회사나 특정기관을 기반으

로 일원화하여 기술 이전/사업화 서비스 지원필요

  - 수요처(기업)의 욕구에 따라 상용화 단계까지 공동 기술개발 지원 후 기술료 지분 참여 등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수립 가능

3) 기술 기반 산학연 협력 사업화 프로젝트

  - 공공 연구기관·대학에 중소기업 전담 R&D 프로젝트팀을 개설하여 기술개발 수요조사를 통해 

시장성이 우수한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서 수요자 중

심의 기술사업화 수행

  - 지역 연구기관·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또는 사업화 경진대회형식으로 

공개하고 관심있는 기업이나 학생팀들이 참가하여 해당 기술의 시장분석 및 사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술사업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마. 산학연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1) 팀단위 청년인턴십 제도 도입 및 인턴십 프로그램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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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을 팀단위로 동문·가족 기업에 투입하여 관심 직무를 중심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

  -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가는 예상 목표시장에서 이미 사업하고 있는 동문·가족·선배기

업에서 1~2년간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트워크와 정보를 확보

2) 지역 창업기업과 대학·연구기관과 Open Co-work Project 추진

  - 지역 연구기관·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형식으로 공개하고 관심있는 기업

이나 학생팀들이 참가하여 해당 기술의 시장분석 및 사업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해보고 기술이전 촉진

3) 성공한 기업과 예비창업자 간의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

  - 창업가,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자원을 대기업·중견기업들이 적정하게 지원하

는 대중소 상생협력 활동 강화

제2절 재창업 현황 및 문제점

1. 재창업기업의 현황 

  재도전기업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민간 기관인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 폐업 시 사업 실패 기업인 중 80%가평균 8억8천만원의 부채가 발생했으며, 평균 4천만원의 

세금 체납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패 기업인 대부분이 연대보증채무, 세금추징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통장개설, 카드발

급 등 금융업무 및 자동차리스 등의 불가로 이어져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부도기업인의 75%는 연대보증채무를 겪고 있고, 이중 본인만 기업에 연대보증채무를 지고있는 

경우는 19%에 불과했으며 본인과 가족47%, 본인과 가족에 더해 지인까지 연대보증채무를 진경우도 

9%에 달했다.

가. 재창업기업 추세

  KAIST 기업가정신센터의 재창업 조사 연구에 따르면 1년 이상 매출액 발생 기업 중 폐업한 약

82,000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업기업의 대표이사가 재창업을 한 경우는 5,904개 기업으

로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표에서 보듯이 재창업기업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등정부의 재도전지원정책이 일정부분효과를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창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패 기업인들이 재도전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

된 2010년 이후, 재도전지원정책에 힘입어 재창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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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창업 성공률

  국내 연구조사결과 재도전 기업은 창업기업에 비해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볼때 빠른 정책적 효과달성을 위해 재창업지원제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는 창업 선순환적 생태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재도전 생태계조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재도전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기회형 창업에

도 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실패가 재도전의 재산이 되는 선순환이 확대될 것이다.

   

  

  

다. 재창업 지원사업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창업(Re-startup)지원사업은 재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지

원하는 ‘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과 R&D를지원하는 ‘재창업아이디어 기술개발사업’이 대표적으로 패

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은 재창업교육 후 재창업계획 평가등급별로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사

업화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창업자금을 통해 재창업 시 필요한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그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재창업자금 등은 파산, 회생 등 채무조정 기록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한 유일한 자금이다.

  하지만, 아직 민간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금융이 자리를 잡고 기술평

가수준이 확대되어 기술만으로 융자가 가능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시간이 필요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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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야 

은행이 기술평가 역량을 기르게되고 기술금융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밖에 체납조세의 조정 문제,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 문제, 채무조정범위의 확대, 과점주주 2차 

납세의 의무, 신용정보공유의 문제 등이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재도전 기업인들의 재기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납세의의무, 채권자보호, 금융질서의 확립 등 많은 입장이 대립되어 있는 사안으로 단기간에 해결은 

어렵지만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재도전 걸림돌을 추가로 제

거할 필요성이 있다

라. 실패 기업인

  재도전기업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민간 기관인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 폐업 시 사업 실패 기업인 중 80%가평균 8억8천만원의 부채가 발생했으며, 평균 4천만원의 

세금 체납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패 기업인 대부분이 연대보증채무, 세금추징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통장개설, 카드발

급 등 금융업무 및 자동차리스 등의 불가로 이어져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부도기업인의 75%는 연대보증채무를 겪고 있고, 이중 본인만 기업에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는 19%에 불과했으며 본인과 가족47%, 본인과 가족에 더해 지인까지 연대보증채무를 진경우도 

9%에 달했다.

마. 재창업지원 실적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재창업지원사업’에서 예산 지원 받은 업체 

39.1%, 집행금액은 신청금액의 16.9%에 불과한 문제점으로는 △재창업자금지원사업 예산이 한 해 

200억원에 불과해 사업 예산을 받지 못하는 신청자가 대부분인데다, △예산 집행을 심사하는 중소기

업진흥공단도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 신청건수 신청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건별 

집행금액

2010년 103 32,842 15 1,502 100

2011년 176 56,885 90 12,419 138

2012년 9월 164 57,331 68 10,863 148

합계 443 147,058 173 24,784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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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창업기업의 환경요인 및 문제점

가. 환경요인

1) 실패자에 대한 차가운인식

  아마, 대다수의 창업가들은 “사업하면 패가 망신한다”라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왔을까? 그 이유는 사업실패시 창업가 

개인은 실패자, 낙오자라는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와 더불어 신용불량으로 인한 개인파산, 가족으로부

터의 외면 등 현실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실로 인하여 실패한 많은 창업가

들은 재창업을 위한 재도전을 포기하면서 창업가 개인은 물론, 우리사회에도 큰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2015년5월에 전국 20~39세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창

업에 대한 인식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실패의 두려움(35.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창업 공간 

등 인프라 부족(24.3%)’, ‘사업운영 과정의 어려움(21.3%)’, ‘창업관련 체계적인 교육부재(17.7%)를 

차례로 지적했다.

2)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창업환경

  이러한 인식이 생겨난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산업 환경의 변화로 많은 기업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대표적으로 지난 97년 IMF 구제금융시기에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본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더욱 선호하게 된 것이다.

  또한, 융자위주의 사업자금조달체계와 연대보증, 기업과 경영자가 분리되지 않는 문화 등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융자는 투자와 달리 상환의 의무가 있는 자금이다. 기업가가 융자금을 

활용하여 기업을 경영하다 실패 했을 시 상환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채무는 연대보증으로 인하

여 대표자의 채무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기업 파산, 회생 등의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거쳤더라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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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연대보증채무는 조정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민법상 채무 부종성은 주 채무자의 채무 조정 

시 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이 되는 제도이나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 및 파산기업의 경우 채무가 

조정이 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도전이 원활한 생태계조성을 위해 2013년에 제3자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

었으며,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도 면제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기업도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그러나 실패하면 채무와 체납세금 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채무는 기업이 아닌 대표자의 몫이 

된다.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조정방법이 있지만 현재는 채무조정 기록만으로도 재도전

을 위한 금융 접근이 힘들어 지게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미흡한 재도전 환경은 창업과 같은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3) 재도전이 어려운 환경적 요인

  많은 창업관련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재도전이 어려운 원인으로 융자위주의 창업자금 조달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재도전환경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이러한 금융환경의 

차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시장과 같이 내수시장이 

큰 경우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몇 개의 기업만 성공해도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장이 협소하여 큰 수익을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로인해 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더불어 리스크 줄이기가 우선인 보수적인 투자관행도 재도전을 어렵게 하는 원인중 하나이다

  최근, 2015년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6,26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4년 2조 

5,842억원(기존 최고치)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2015년 벤처투자규모는 2조858억원으로 역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4년1조6,393억원 대비 27.2% 증가하여(2014년, 1조6,393억원) 

2000년 최고치(2조 211억원)를 15년 만에 갱신하는 등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재도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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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청, 2015년 벤처펀드 투자동향  

  또한 연대보증과 함께 신용등급 위주의 대출도 재도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사적절

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상환을 완료하여도 그 기록이 남게 되고 은행 간 채무조정정보를 공유하여 

신규금융이용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신용등급도 과거의 기록과 최근의 금융거래실적 등을 바탕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금융거래를 제한하게 함에 따라 신용등급의 상향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또 하나의 재도전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융자관행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담보 및 보증, 신용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기업 실패 시에는 많은 부담을 지게 되었고 신용불량이라는 과거 기록만으로도 금융시장

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금융권의 관행으로 ‘사업실패=신용불량’, ‘재기가불가능하다’라는 인식

이 박힌 것이다

나. 문제점

  창업에 실패했던 기업인이 재기하도록 돕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단편적이어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폐업한 창업가들은 연대보증 사슬에 걸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아 창업자금 지원이

나 컨설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도 우수 재창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와 신용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재도전 활성화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올 하반기 부처별로 산재된 재창업 지원 제도를 통합한 재도전 활성화법 제정을 추진

하고 있는데, 이는 재창업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완화와 금융권의 채무조정 지원을 통합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3. 재창업 지원정책

  재도전 환경이 기술창업 도전 확대를 위한 선제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정부의 정책적 노력

도 강화되고 있다. 2013년 정부 국정과제로 ‘재도전이 원활한 생태계조성’이 채택되어 정부차원의 

재도전 환경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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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채택 이후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는 연대보증, 채무조정 등의 재도전 걸림돌제

거와 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등 정책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서는 선순환 생태계가 필요하며 재도전이 원활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

에 2013년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연대보증 면제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마련 및 확대, 재도전센터 설치 등 다양한 분야 및 재도전 단계별 맞춤형지원이 시작되었다.

추진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극복(Turn-around)과 재창업(Re-startup) 지원이 있다.

4. 재창업 활성화방안

가. 재창업자 추진방안

  재도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정부지원을 통한 빠른 재창업이 아니라, 현명한 폐업을 통한 신용 

유지와 빠른 신용회복에 있다. 현명한 실패란, 자포자기식의 폐업이 아니라 폐업을 하기 전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재도전을 고려한 폐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폐업은 재도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라 인생 실패자의 낙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명한 폐업을 하게 된다면 빠른 신용회복

과 재도전의 인프라 유지가 가능하게 되면서 재창업을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되어 새로운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1) 폐업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현명하게 위험을 관리해주고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보다 

빨리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후 창업자의 신용상태와 의지, 능력 등에 따라 재창업

을 할지, 재취업을 할지, 컨설턴트의 관리를 받을지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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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후 재창업을 추진할 경우

  폐업후에 기업인은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안정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실패한 기업인은 계속되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업 폐업 

후 바로 개인의 신용회복절차를 밟아야 재도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개인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은 부채의 규모에 따라 부채가 30억 이상일 경우 법원을 통해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는 방법과, 부채가 30억 이내이고 갚을 의지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을 하는 방법이 있다.

나. 정부통합지원방안

  현재 정책 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 사업은 보증기관(신·기보),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

단 등에서 다양하게 시행 중으로 재기지원사업이 여러기관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

기자의 혼선을 초래하여 2016년부터 통합개편하여 지원제도를 단순화운영하고 있다.

1)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신복위의「재창업지원」사업으로 간소화하여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은 기존처럼 중진공, 신·기보가 지원→재창업지원 사업 간소화를 통해 

인지도가 제고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one-stop으로 제공됨에 따라 재창업기업의 편의성 증가

 

  

     

2)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

  가) 대위변제후 3년 이내 기업도 지원

  나) 기술·도덕성 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

  다)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를 혁신적으로 감면

  라) 정책금융 기관 협업으로 신규자금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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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단계별̇ ̇ ̇  편의성 제고

① 단계

⇒

② 단계

⇒

③  단계

⇒

④ 단계

요건확인

심사요청
사업성평가 채무재조정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의결

자금

지원

⦁신보, 기보,
중진공

⦁신복위 ⦁신복위원장 등
⦁중진공

(신·기보)

⦁기술성평가
⦁도덕성평가

⦁채무재조정
⦁신규자금지원

3) 재기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가) 재기지원자의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는 최소화

  나) 성실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을 신속히 상향

  다) 재창업후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개선

4)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가) 재기기업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

  나) 재도전 클러스터 조성으로 재기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제고

제3절 서울시 청년창업 및 재창업 운영현황

1. 창업지원제도

가. 우수창업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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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통판로확대

  

 

다. 기업경쟁력강화

 

2. 창업지원성과

가. 챌린지 1000 프로젝트

  SBA에서 2009년부터 시작한 ‘챌린지 1000 프로젝트’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

금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이다. 20∼39세 예비·초기 

창업자를 매년 선발해 창업 공간, 자금,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발된 입주기업은 송파구 가든파이브 툴관에 위치한 강남청년창업센터에 입주해 사무공간, 창업활

동비, 멘토링, 홍보·마케팅, 투자연계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는다.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활용되며 전시회 지원도 진행된다. 입주기업 중 우수 기업은 졸업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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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산구에 위치한 ‘청년창업플러스센터’ 내 사무공간을 연장해 제공하

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주형철, 이하 SBA)은 청년창업가 발굴·지원하는 ‘챌린지1000 프로젝트’

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5,980개 청년창업팀을 지원하며 6,944명의 고용창출과 누적매출 

4,361억원, 지식재산권 1,618건 출원의 성과를 거뒀다

  SBA에 따르면 프로젝트로 창업한 기업은 5980개 팀이며, 누적 창업률은 지난해까지 68.9%, 생존

율은 61.6%이며 생존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플러스센터와 꿈꾸는청년가게 등을 통해 

유통 판로지원 등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나. 실전창업스쿨

  실전창업스쿨 교육과정의 차별화된 특징은 커리큘럼과는 별도로 각 반별 담임선생님을 통해 지속적

인 창업상담 및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2개월 차에는 예비창업자 자체적으

로 업종별 자치모임을 결성하여 지도교수가 창업시뮬레이션게임을 통해 사업계획서 점검 및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 지도한다.

  3개월 차 과정은 7개 반을 아이템별로 22개 그룹으로 편성하여 각 그룹에 맞는 전문가를 그룹담임

선생님으로 선정하여 현장지도 및 창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하여 창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가

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실전창업스쿨에서는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며 수료 후에는 일대일 맞춤 창업컨설팅을 

통해 개별적인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창업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서울시에는 수료

자 중 창업자에게 특별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창업 후에는 1년 

동안 마케팅,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전문가를 통해 지도함으로써 성공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4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 26기를 모집하는 서울특별시 창업스쿨은 지난 11년 동안 약 7,300명

의 수료생을 배출한 국내 창업교육의 시초이자 롤모델로, 무분별한 창업을 지양하고 창업 준비도를 

높여 경쟁력을 보유한 창업자를 양성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창업스쿨은 

갈수록 세분화·다양화되는 창업생태계에 발맞춰 창업자에게 인사이트를 부여하고 창업자 스스로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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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성화방안

가. 서울창업허브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를 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의 중추이자 ‘창업→투자→성장→재투자’가 선순환

하는 성장사다리형 창업 생태계로 조성하겠다는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건물

을 리모델링해 예비·초기창업자뿐 아니라 우수·성공창업자, 창업관련 전문가, 투자자 등 모두 

700~800개팀이 동시 입주할 수 있는 ‘서울창업허브’를 2017년 2월 개관한다.

  2015년 5월 발족한 민간창업센터장, 투자자, 학계전문가 등 100인의 창업전문가들로 구성된 ‘100

인의 서울창업포럼’이 인적 인프라라면 ‘서울창업허브’는 공간적 인프라로 운영할 예정으로 ▲본관동

(지하1층~지상10층·연면적 1만7753㎡) ▲별관(지상 4층·연면적 5906㎡) 2개 건물로 구성된다. 

본관동 1~3층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창업 친화공간’, 4~8층은 ‘창업보육공간’, 

9~10층은 ‘참여‧공유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별관은 창업제품을 만들어보고 시험해볼 수 있는 

시제품제작소와 테스트랩, 창고 등이 들어선다.

  본관동 ▲1~3층은 갤러리, 푸드코트, 회의실, 창업정보 자료실, 유관기관(은행·세무·법률) 사무

실 ▲4~8층은 청·장년 창업보육, 휴게공간, 회의실 ▲9~10층은 다목적 컨벤션홀, 대강당, 세미나

실로 구성된다.

  별관 ▲1~2층은 시제품 제작소, 테스트랩, 창고가 ▲3~4층(창업보육공간)은 창업보육, 회의실 

등으로 꾸며진다.

나. 재창업지원

  실패한 창업기업의 재기지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ICT, 지식서비스 분야의 기업 대상으로 실

전 재창업 교육‧코칭‧사후관리 등을 통해 성공 재창업 지원창업 후 실패한 기업 및 재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돕기 위한 “2015 리스타트(RE-Start) Camp”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선발

1) 모집대상 : 50팀 내외

  ICT, 지식서비스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실패한 기업인으로서, 재기를 

희망하는 자

  - 주민등록상 20세~45세 미만이며, 거주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자

  - 실패(부도, 폐업)후 재기를 희망하는 자

  - 재기를 희망하는 폐업예정자

2) 주요 지원내용  

  가) 재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재창업 교육, 맞춤형 코칭

  - VC 등 전문가 활용 맞춤형 코칭(멘토 및 컨설팅)

  나) 재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수상자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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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A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창업공간 입주 지원(1년)

  -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보증상품 지원(최대 50백만원)

  다) 투자 연계형 사후관리

  - 밀착형 모니터링(컨설팅, 홍보‧마케팅), 연계 네트워크 지원

1. 시사점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지만, 여전히 많은 

창업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전적인 창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의 

낙인이 찍히고, 이로 인해 민간 금융 활용이 제한되는 등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민간에서 소외되는 재기 기업인들이 과거의 실패 경험을 발판

삼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실패의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재도

전 성공패키지’사업은  재창업교육 → 멘토링 → 사업화지원’에 이르는 재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

으로 한국기술벤처재단, 신구대학교 등을 통하여 재창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실패원인 분석 및 보완 등 재창업자의 개별특성과 창업단계를 고려한 ‘실전 재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실전 멘토링 캠프’를 통해 재창업 아이템의 최종검증 기회를 마련한

다. 이후 ‘멘토링 평가’를 통해 창업아이템의 난이도,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60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60명 중 우수수료자 10% 이내에 한해 7000만원, 그 외에는 3500만원 한도로 사업화 활동비

용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부처별로 산재된 재창업 지원 제도를 통합한 재도전 활성화법 제정하여 재창업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뿐 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완화와 금융권의 채무조정 지원을 통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우수한 재창업자가 자금 부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재창

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는 정부지원정책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재창업 위주의 정책으로 경험과 자금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재창업에는 전혀 기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실패한 청년창업가에게

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할 것이다.

  물론, 재창업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설령 실패했더라도 젊다면 해당 분야의 내공(insight),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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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넓은 인맥 등 얻는 것이 많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웹, 모바일 등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발달에 따라 창업비용이 급격히 감소한 요즘은 

재창업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재창업을 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재창업에 성공했을 경우 그 보상도 충분하다.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며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

으로써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보람도 느끼길 원하는 청년이 있다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청년 재창업 활성화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정책이다

2. 제안사항

  정부주도의 재창업지원제도는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하여 주로 중장년층의 재창업지원자가 

많으며 반면에 자금과 경험 및 아이템도 취약한 실패한 청년창업가에게는 지원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청년창업가를 2010년부터 본격 육성하여 7,000

여명을 배출하였고 일반 창업성공율의 2배이상 성공시킨 교육, 멘토 및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운영시

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창업스쿨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만여명의 창업기업이 탄생시키고 있으며, 특

히 2017년 2월에는 창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에 산재한 지원부서를 창업허브센터로 통합 운

영할 계획에 있어 별도의 투자나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재창업지원을 운영 가능한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중인 청년창업지원체계에 웹, 모바일 등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의 발달에 따라 

창업비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실패한 청년창업가에게는 중장년보다 유리한 분야이므로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재창업에 집중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서울시 산하단체에서 운영 중인 창업전문 인재풀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 

및 재창업의 지원에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활용

  둘째, 다양하게 산재된 창업관련 부처의 창업지원과 정보공유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는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업지원효율성을 향상

  세째, 기존 청장년창업의 지원체계에 재창업을 추가 확대하여 운영

  넷째, 서울시의 공동브랜드(도시브랜드)를 부여하여 기존 성공기업체계를 활용한 판촉 및 판로개척

  다섯째, 청년재창업의 경우는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1-2년 단기육성지원을 지양하여 3-5년 중장

기적인 육성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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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창업 실패의 원인 분석과 예방

연구책임자 안병익 참여 포럼위원 김세도, 김영호, 김동근, 김태훈, 허준, 현병수

요약

  창업에 성공하는 기업 보다는 실패하는 기업이 훨씬 더 많다. 창업자들에게는 나름대로는 성공의 전략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준비 안 된 창업자들이 너무 쉽게 실패하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의 실패는 개인에게는 

물론이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가 경쟁력에도 큰 손실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된다. 창업에 임하는 창업자

의 자세는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패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창업기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함으로써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부의 지원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창업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방안을 도출한다.  

가. 창업 실패의 원인 분석

  1. 창업 준비의 부족으로 인한 실패 

  2. 창업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실패  

  3. 창업전략의 차별화 부족으로 인한 실패  

나. 창업 실패의 원인에 따른 예방

  1. 창업 준비의 부족으로 인한 실패 예방 방안 

  2. 창업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실패 예방 방안  

  3. 창업전략의 차별화 부족으로 인한 실패 예방 방안  

상기한 창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창업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색인어
한글 : 창업, 실패, 실패 예방, 차별화, 기업가정신

영어 :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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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창업 실패의 원인 분석과 예방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성공하는 창업자 보다 실패해 시장에서 사라지는 창업자가 더 많은 현실에서 창업을 독려하는 지원

정책에 앞서 창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수정할 수 있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 실패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Ⅲ. 연구의 내용

  창업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창업환경, 창업자의 역량, 그리고 사업전략의 3가지의 큰 주제

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의 교육과 컨설팅 지도과정에서 얻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창업 환경에 대한 이해와 준비, 창업자의 역량, 그리고 창업 계획의 

차별화된 경쟁력 부분에 대한 주제로 실패의 원인 분석 내용을 연구했다. 

Ⅳ. 연구결과

  창업자의 창업 환경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 창업자의 역량 부족, 그리고 창업 계획의 차별화된 

경쟁력 부족의 원인 분석에 따라 실패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실패의 원인에 따라 창업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창업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실제 창업 단계에서 사업전략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연구결과는 창업자의 창업 교육을 위한 기업가정신, 창업전략, 실패 예방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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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패병가지상사[ 勝敗兵家之常事 ]라는 말이 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병가(兵家)에서는 늘 있는 

일이란 뜻으로 실패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낙심하지 말고 다음 승리를 위해 더 열심히 

매진하라는 뜻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한다. 칠전팔기라는 말도 있다. 일곱 번 실패해도 

여덟 번 째 성공하면 된다. 맞는 말이지만 창업과 기업경영에서는 참 위험한 생각이다. 일곱 번 실패를 

견디고 여덟 번째 성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 과정에서 두 번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창업도 전쟁과 같다.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

을 요구한다. 창업도 개인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건 전쟁과 다름없다. 전쟁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단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지원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2조원가까이 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합하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청과 통계청에 의한 창업기업 생존율을 보면 1년 

59.8%, 2년 46.3%, 3년 38%, 4년 33.4%, 5년 30.9%에 불과하다. 생존해 있는 기업들 조차 실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는 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 보다

는 실패하는 기업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제는 양적인 창업지원을 고민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할 때다.  

  책, 신문, 방송에 나오는 성공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은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치는 기업이지만 몇 년 후에 다시 확인해 보면 시장에서 사라진 경우가 더 많다. 책과 언론에 나오는 

것은 100% 진실이 아닐 수 도 있으며 과장되거나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잘 나간다는 성공한 기업을 

1년 후에 가보면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아! 나도 저런 사업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성공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창업은 객관적

인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는 다르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나만의 성공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다들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염두

에 두고 창업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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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창업 실패의 원인

가) 창업 준비의 부족으로 인한 실패

  창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꼽는다면 창업 준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준비의 부족은 창업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는 물론이고 오랜 직장 경력이 있는 

퇴직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창업을 준비한다고 해도 실제 성공에 필요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창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략적인 분석 보다는 특정 아이템이나 제품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창업 준비단계에서 일어나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장조사와 분석의 오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창업 환경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그 결과로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타당성이 충분

하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로 이어진다. 이는 창업 준비단계에서 사업타당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점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단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이것저것 따져 보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신경 써도 알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전혀 경쟁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시장임에도 시장의 크기만 보고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 못된 창업으로 이어지게 된다. 잘못된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큰 위험요소이다. 

사업계획이 잘못 되었다면 가지 않아야 할 방향으로 전력질주를 하게 된다. 투자하지 않아야 할 곳에 

자금과 시간,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 창업기업의 절반이상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벌써 이런 문제점

을 안고 있다. 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창업과 동시에 벌써 실패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예비창업자가 창업 준비단계에서 사업의 장애요소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 사업 경험과 경영역

량 부족으로 창업 과정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하지 못한다. 창업에 대한 

성공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강점으로 사업은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만 사업과정에는 각 과정마다 많은 장애요소가 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둘러쌓인 것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를 통제

하듯이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사업도 

장애요소가 없는 사업은 없다. 그런 장애요소를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이 창업이고 

경영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려는 신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창업

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지뢰 중에서 

하나만 밟아도 그걸로 끝이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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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을 위한 준비에는 마음가짐의 준비도 필요하다. 기업가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경영 마인드

라고 말할 수 도 있다. 이는 창업자가 갖춰야할 기본적인 자질이다. 창업을 통해 경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경영자의 생각과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어떤 사업을 해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경영자

은 처음부터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학습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 만들어진다. 

창업을 통해 이루려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그것을 꼭 이루려고 하는 도전정신도 

필요하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선택의 기회가 없어서 떠밀리듯이 창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탐내는 욕심으로 창업을 하거나 남들에게 사장소리 듣고 싶어서 창업해서도 

안 된다. ‘미생’이라는 만화에 보면 직장이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란 말이 나온다. 꼭 그 말에는 동의

할 수 없지만 남들이 보듯이 화려해 보이는 것이 창업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나) 창업자 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실패

  창업지원 관련 기관의 조사에 의한 자영업 실패의 원인을 보면 동종업체 경쟁자의 출현 41.8%, 

경기 악화 14.6%, 운영비 상승 11.5%, 대형마트 및 온라인업체 경쟁 21.9%, 기타 10.2%로 나타난

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원인은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실패의 원인일 뿐이고 근본적

인 실패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경쟁자는 언제나 나타나게 마련이고 장기적인가 단기적인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경기는 항상 불경기와 호경기의 사이클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창업 실패

의 원인은 이런 외부적인 원인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내부 요인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외부요인은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외부요인 탓으로 돌린다면 재창업을 하더라

도 성공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법률 정책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내부에 있다. 자신

이 통제할 수 있는 내부요인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전략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 위협요인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요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업자의 내부 역량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외부환경을 탓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마음이 편한 일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실패의 문제는 이미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견된다.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 어려

움에 대한 질문을 해 보면, 75% 정도의 창업자가 창업자금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먼저 꼽는다. 

창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고민이라고 말하는 창업자는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창업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창업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창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창업에 대한 인식이 창업 실패의 

원인이 된다.  

  자영업자들의 실패 원인에 대한 답변과 달리 중소기업 기업인들의 실패 원인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제대로 분석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말하는 실패 원인은 경험의 부족 40%, 자기자본 부족 

16%,  무리한 투자 14%, 수요의 부족 12%, 기타 18%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험의 부족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창업의 성공은 자신의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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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실패를 남 탓, 경쟁자 탓, 외부의 원인으로 돌린다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다음에서 성공

을 기약할 수 없다. 가장 큰 실패는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창업하는 사업은 누가하면 잘 되고 누가하면 잘 안 되는 사업들이다. 이 말은 

누가해도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 경영역량이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하면 잘 할 수 있고 경영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창업하면 사업을 잘 못한다는 의미이다. 창업자의 경영 실무에 대한 역량의 부족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거대한 기업들도 경영자의 경영역량 부족으로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것을 수 없이 

보아 왔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는 물론이고 이제 막 창업하려는 창업기업에게 경영역량은 오히

려 대기업 보다 더 필요하다. 규모가 큰 기업은 경영자의 경영역량이 부족해도 많은 연봉을 주고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창업기업은 창업자 스스로 경영의 방향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다. 경영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많이 영입할 수 없는 창업기업은 대기업 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하다.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경영자의 역량 부족을 경쟁자나 시장이 봐 주지 않는다. “난 이제 시작했으니까 경영역량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핑계이며 스스로의 위안일 뿐이다. 아무리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

하더라도 경영자에게는 경영역량이 있어야 한다. 창업 이전에 스스로 경영역량을 진단해 준비가 부족

하다면 가급적 경영역량을 높인 이후에 창업을 하는 것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충분히 쌓고 창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초기 1인으로 창업해면 

자신이 바로 창업기업 조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아무리 작아도 다양한 조직적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다. 1인 창업자라면 이 모든 조직적 업무를 본인이 모두 소화해야 한다. 창업과 경영은 생존

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발붙일 수 없는 시장이다. 경영역량이 아마추어처럼 미숙하다면 모든 

업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업종의 창업에서는 마케팅 역량의 

부족을 주의해야 한다. 기술과 전문성만으로 경쟁자를 제압할 수 없다면 마케팅 역량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마케팅 역량이 부족하면 시장에 대한 오판, 고객과 경쟁환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자사의 차별적 전략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다. 그 결과 많은 마케팅, 판촉, 

영업비용과 노력을 투입해도 판매 부진에 시달리게 되고 수익성이 악화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판단의 오류로 고객이 사야할 이유를 못 느끼는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망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제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결국 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다) 차별화 전략의 부족으로 인한 실패

  창업 실행단계의 실패 원인 분석에서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술과 인력, 생산 시설 등의 

경영자원을 갖출 수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업모델이라도 자신의 역량과 조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자금, 조직, 기술, 판로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려 한다면 기술 경쟁력이 실제 시장에서 경쟁우위요소로 작용하는지 검증

해야 한다. 제조와 생산이 사업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면 제조와 생산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다면 역시 자신에게는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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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이나 조직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경영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자와 경쟁하는 요소는 기술,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좋은 기술

을 가지고 있다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건 1900년대 초기의 

산업화 시대의 얘기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다. 지금은 남과 다른 비즈니스 능력이 중요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경영이 중요하고,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의 제공이 중요한 

세상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별화 전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그 만큼 

높아진다.  

  창업자는 모두 남들은 실패해도 자신만은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한다. 문제는 논리적이

고 전략적인 분석에 의한 생각이 아니라 대부분 막연한 이유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창업하

는데 있다. 구체적인 성공의 요인과 자신만의 핵심 경쟁력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차별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차별화 전략은 창업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다. 남과 같이 해서는 절대 기존의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경쟁자는 오랜 기간을 

통한 사업의 경험이 있고 자본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미 자신만의 고객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경쟁자가 선점한 시장에는 시장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이런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쟁자가 

따라 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경쟁이 가능하다.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고객의 욕구가 생긴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해도 

이런 다양한 고객의 모든 욕구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모든 시장,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려면 각 시장의 수 많은 경쟁자와 싸워야 하고 각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려면 엄청난 경영자원이 필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도 야구와 축구, 농구를 모두 잘 

할 수 는 없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자신만의 차별적인 경쟁력 없이는 어떤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

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과 고객에게 집중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제2절 창업 실패의 원인에 따른 예방

가) 창업 준비 부족으로 인한 실패 예방 방안 

  창업 준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고객을 이해하는 능력, 경쟁 환경에 대한 이해, 자신이 창업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과 

경영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 학습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경영 마인드를 높이고 창업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남다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이란 것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과정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준비의 부족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시장조사의 오류, 시장분석의 오류, 경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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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 부족, 차별화 전략의 오류로 나타난다. 결국 제품개발, 경영관리, 판매, 조직 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만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전문가나 

다른 사람의 예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만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경영마인드가 중요하다. 예비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의 부족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다. 자신의 약점을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열린 생각도 가져

야 한다.  

나) 창업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실패 예방 방안

  창업을 하려면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 경영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이다. 창업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오롯이 경영자의 몫이다. 

그래서 다양한 경영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경영자로서는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된다. 창업자에게 필

요한 역량은 시장 분석 역량, 전략 수립 역량, 업무 수행 역량을 들 수 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고객, 경쟁자, 자사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 경쟁자와 경쟁할 수 있는 자신만의 차별화 전략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 역량도 필요하다. 그리고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 실행 역량도 

중요하다. 이런 경영자의 역량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면서 사업을 수행

할 수 도 있지만 불행히도 한 두 번의 시행착오는 시장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런 

경영역량은 오랜 학습과 준비를 통해 키우는 방법 밖에 없다. 스스로 경영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배울 수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운 후 

창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 창업전략의 차별화 부족으로 인한 실패 예방 방안

  차별화를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창업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남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도 남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차별화는 STP 전략이라고도 한다. 먼저 시장과 고객의 세분화(Segmentation)를 통해 자사에게 적합

한 목표시장을 선정(Targeting)한 후, 시장과 고객의 인식에서 자사에게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

는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진행된다. 즉 시장을 여러 개의 특성별로 분류하고 특정한 시장 에서 

자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장을 대상으로 자사의 강점과 고객이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인식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화는 모든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어떤 기업도 피해갈 수 없다. 특히 창업기업에게는 더 

중요하다. 대규모 자본력, 연구개발비가 많이 투여되는 기술력, 유능한 인력이 많은 조직력, 브랜드, 

유통 역량 등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은 대규모 자본력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로 차별화해야 하고, 적은 연구개발비로도 경쟁이 가능한 기술 개발로 차별화해야 하고, 브랜드, 

유통망으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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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보다는 실패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공하는 창업자 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경험 많은 경영자나 컨설턴트의 입장에서도 성공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은 복잡하

고 어려운 과정이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창업의 각 단계마다 일어나는 문제점을 예방한다면 성공의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창업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성공의 방정식이 가득 차 있다. 이런 저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온갖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있고 수 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모두 극복할 때 마침내 첫 번째 성공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성공이 완전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업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목표의 달성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다”는 말이 있듯이 한 번의 성공이 평생의 성공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마지막까지 성공하기위

해서는 그 많은 과정을 거쳐 첫 번째 성공한 것처럼 또 다른 노력과 극복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공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공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할 수 는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업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

고 기업가정신과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시장과 사업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분석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차별화 전략에 의해 사업모델로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분석해 실패의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후 창업의 실행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

는 과정을 모두 극복해야만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세운다

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예측 못한 또 다른 외부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공

의 과정은 복잡하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계획된 내용을 분석해서 실패의 가능성과 원인을 찾는 

것은 보다 수월하고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다. 단 몇 초 만에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 도 

있고 사업계획의 제목만 봐도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창업 사업계획은 한 두시간 정도만 분석한다면 대략적으로 실패의 원인들이 분석된다. 그래

서 성공을 말하기에 앞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결론



외국사례를 통해 본 
재창업 지원정책 소고



외국사례를 통해 본 
재창업 지원정책 소고

이상철 주식회사 희망설계



보고서 초록 및 요약문

1. 한국의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현황 _ 620
  1. 폐업현황 _ 620
  2. 기업실패의 원인 및 실패기업인의 재기현황 _ 620
    가. 기업실패의 원인 _ 620
    나. 실패기업의 재기현황 _ 621
  3. 한국의 재도전 지원제도 _ 621

2. 외국의 재창업 지원제도 _ 623
  1. 미국 _ 623
    가. 개요 _ 623
    나. 파산법 _ 623
    다. 사업재생관리협회 _ 623
    라. 미국구제자금 _ 623
  2. 일본 _ 624
    가. 개요 _ 624
    나. 재도전 지원 종합계획 _ 624
    다. 재도전 지원자금 _ 625
    라. 기업재생펀드 _ 625
    마. 중소기업 재생지원 협의회 _ 626
  3. EU _ 626
  4. 국제비교분석 _ 627

3. 정책적 시사점 _ 627
  1. 실패에 대한 관용문화 정착 _ 627
  2. 재도전 정책의 법적기반 정비 _ 627
  3. 재도전 지원정책 전담조직 구성의 검토 _ 628
  4. 실패기업인의 삶의 질 향상 _ 628

4. 참고문헌 _ 629



618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연구과제명 외국사례를 통해 본 재창업 지원정책 소고

연구책임자 이상철

요약

1. 한국의 폐업 및 재도전 지원현황을 검토하고.

2.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의 재도전 지원정책을 살펴 봄으로써,

   한국과 선진국 등과의 제도, 문화적 차이 등을 파악하여

3. 정책적 시사점을 

   가. 실패에 대한 관용문화 정착

   나. 재도전 정책의 법적기반 정비

   다. 재도전 지원정책 전담조직 구성의 검토

   라. 실패기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분야에서 제시함

색인어 한글 : 폐업, 재도전, 지원정책, 실패, 실패기업인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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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외국사례를 통해 본 재창업 지원정책 소고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고용기회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창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창업실패율과 실패

기업인의 재기 가능성이 빈약한 한국의 현상을 파악하고 선진국의 대응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함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한국의 재도전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 및 EU의 재도전 지원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파악함

Ⅳ. 연구결과

  재창업 지원정책의 초기 시행단계인 한국의 법적, 제도적 한계와 실패기업인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

의 차이점 등 일부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정책시행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안함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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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전체 사업자는 약 600만개로, 2005년~2013년 기간 동안 약 

100만 기업이 창업하고 약 85만 기업이 폐업하고 있다.

<표 1> 사업자 신규 및 폐업현황

<출처: 국세청, 2014 국세통보연보>

2. 기업실패의 원인 및 실패기업인의 재기 현황

가. 기업실패의 원인

  경영요소별 실패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요소별로는 자금 및 판로문제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

고 있고 CEO리더쉽 및 인력문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자금 측면에서는 자기자본의 부족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판로에서는 영업력 부족이나 거래처

의 거래중단 등이 주요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1 한국의 폐업 및 재도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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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영요소별 실패원인

경영요소 사례수 비율
경영요소별 실패원인

원인1 원인2 원인3 원인4

인력 6 7.3 88.6 5.1 6.3

자금 47 57.3 56.3 17.5 26.3

기술 5 6.1 23.9 62.0 14.1

판로 17 20.7 13.0 36.4 37.7 13.0

CEO리더쉽 7 8.5 15.2 55.7 5.1 24.1

경영요소 원인1 원인2 원인3 원인4

인력 사장의 잘못 직원의 잘못 고객의 잘못

자금 자기자본 부족
외부투자
자금부족

융자자금부족

기술
판매제품이나
서비스의 부실

기술개발
자금부족

기술선택 잘못

판로 인력관리 부족 영업능력 부족
거래처의 거래
중단이나 축소

지나친
단가인하

CEO리더쉽
인력관리
능력부족

자금관리
능력부족

기술관리
능력부족

판로관리
능력부족

<출처: Baek, 2011>

나. 실패기업의 재기현황

  실패기업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상황이나, 2013년의 관련부처 합동 “중

소기업재도전 종합대책”에서는 전국 부도기업인재기협회가 2005년 2월 부도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부도이후 실패기업인은 단순일용노무직에 60%, 폐인 및 노숙자 20%, 재기준비 1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도이후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기업인으로 재기한 경우는 1% 정도에 

불과하다.

3. 한국의 재도전 지원제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이후 벤처 붐이 일어나고, 그 이후 버블 붕괴로 벤처기업이 대거 퇴출되면서 

2005년 벤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패자부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까다로운 요건 등 제도적 미비로 수혜자가 제한적이어서 활성화 되지 못했고, 

본격적인 재창업 지원제도는 2010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

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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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관별 재도전 지원제도 현황

관련기관 지원제도 주요내용

중소기업청 재도전 지원센터
경영위기 및 재창업기업인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상담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재도전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실패 중소기업인 대상으로
자아성찰, 심리치유

중소기업청 재도전성공패키지
우수재기기업인 발굴하여
전문교육 및 사업화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시설, 자금 융자

서울보증보험
재창업기업

계약이행보증
재창업기업의 입찰 등

계약이행보증보험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지원

신보/기보/지역신보 재도전기업 재기보증, 특례보증 채무상환 및 신규보증

중소기업청 재창업기업 전용기술개발자금 재창업기업의 R/D 지원

큐브벤처, 켑스톤
파트너스

재기지원 펀드 민간펀드사의 재창업기업투자

미래부

K-Global Start up
ICT재도전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사업재도전

ICT분야 재도전기업 창업과
기술개발지원

출처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n Kore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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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가. 개요

  미국의 연방도산법(Federal Bankruptcy Code)은 ① 채권자에게 질서있고 형평에 맞게 변제하고 

②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새출발 시킨다는 두가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채무자를 처벌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활동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희생된 피해자로 본다.

  따라서 도산절차는 채무자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상적 경제활동에 다시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로 간주된다.(Baek, 2011)

  파산신고를 했거나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재기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재생 비즈니스

(Turnaround Business)를 운영하고 있는바,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성장해온 사업재생비즈니스는 기업재생 컨설팅의 형태로 파산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재생전문컨설팅회사”와 파산기업을 매수하여 사업재생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

인 후에 매각해서 이득을 올리는 “사모투자회사”의 두가지 종류가 존재한다.(Baek, 2011)

나. 파산법

  미국의 재기지원제도는 파산법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제 7장 파산절차는 청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제 13장은 자영업자가 이용하기 용이한 채무정리절

차로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재기지원과 관련해서는 주로 제 7장과 13장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활용해 파산한 업체 및 개인은 주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로 실패기업의 경우, 과중한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하기 위한 통합적 법적 보호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재기를 위한 미국의 파산법과 같은 통합적인 법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 사업재생관리협회(TMA/ Turnaround Management Association)

  미국의 재기지원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이 재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TMA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 

TMA회원(전문가)은 현재 9,000여명 이상으로 2015년 8월 현재 약 1,500만명이 동 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Bae, 2013)

2 외국의 재창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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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업재생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 파산신고를 했거나 파산에 가까운 기업

- 매출 20%이상 감소 또는 20%이상 운영비용이 증가했거나 총 순이익 20%이상 감소한 기업

지원

내용

- TMA 소속 사업재생전문가는 파산기업에 고용되어 단순 자문역할을 담당하거나 일시 경영자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장악함으로써 사업재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한다.

- 전문가는 채권자나 거래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기업재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경영 파탄의 

원인을 찾아 내부조직 혁신을 단행한 후 기업이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된 시점에서 임무를 

완료한다.

라. 미국 구제자금(ARC/ American Recovery Capital)

  ARC는 2009년 2월 시행된 미국 경기부양법안에 의해 승인된 임시 보장 융자프로그램으로 기존 

대출 원리금지불을 위해 단기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자금이다.

  AR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 자금은 ① 생존가능하고 ② 일시적 재정 어려움을 겪는 2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재정적 어려움과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적격 중소기업에게는 지난 6개월간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최대 $35,000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며 대출 후 1년 후부터 5년까지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2. 일본

가. 개요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기 이후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에 의한 

재도전 지원 종합계획(2006년)을 수립 및 시행하였으며, 동 계획의 일환인 재도전지원자금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은행 등 민간주도에 의한 기업재생펀드 조성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재생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나. 재도전 지원 종합계획

  2006년 12월 아베총리 취임 후 발표된 동 종합계획에는 실패하더라도 몇 번이고 재도전이 가능한 

실패기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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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업실패자의 재창업 주요 지원 내용

- 재도전 지원 융자 및 보증제도 창설

- 신규사업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 재도전 지원 Fund(가칭) 조성

- 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본인보증 유예특례제도 창설

- 재창업 등을 위한 전문상담 창구를 전국에 설치

- 파산자의 실직 및 재취업 곤란 해소를 위해 파산자 자격제한 재검토

- 사업실패로 인한 일시적 주택곤란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에 우선입주 지원

- 자립의사가 있으나 Homeless 상태의 실패기업인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실시

출처 : Mim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다. 재도전 지원자금

  재도전 지원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실패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도전 금융사업을 

일본정책금융공고(JFC)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표 6> 재도전 지원자금 개요

이용

대상

새로 개업 또는 개업 후 7년 이내에서 다음의 A, B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A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폐업 경력을 가진 개인 또는 폐업 경력을 갖고 있는 경영자가 영위하는 법인

2. 폐업시의 부채가 새로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리될 전망이 있을 것

3. 폐업의 이유, 사정이 불가피한 것일 것

B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재해지내에서 사업소를 가지고 사업 활동을 하는 자

1. 폐업 경력을 가진 개인 또는 폐업 경력을 갖고 있는 경영자가 영위하는 법인

2. 폐업시의 부채가 새로운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리될 전망이 있을 것

3. 폐업의 이유, 사정이 다음 중 하나일 것

  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직접 피해

  나. 원자력 발전소 사고 경계구역, 계획적 피난구역 및 긴급 시 피난준비 구역내에 사업소를 가지고 

있을 것

A 융자조건 : 생략

B 융자조건 : 생략

출처 : Japan Finance Corporation

라. 기업재생펀드

  1990년대 이후 경영부진에 빠진 중견, 중소기업의 재생을 위한 민간 펀드 설립이 있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금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그 역할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2009년 기업재생 지원기구를 설립하여 기업 재생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일본 대형은행과 미쓰비시상사가 기업재생펀드를 조성한 이후 은행 등이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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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생펀드 조성이 가속화 되고 있다.

마. 중소기업 재생지원 협의회

  정부 주도하의 각종 지원시책과는 별도로 산업재생특별법이라는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2003년을 

기점으로 각 도도부현에 1개소씩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

된 중소기업 재생지원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에 대한 조언과 대응책을 마련해 주고 

있다.

  지원절차는 총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바, 1단계에서 상담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과제 도출 등을 

제공하고, 2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통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3

년 출범이후 상담 및 재생계획 책정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3. EU

  EU의 경우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성장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008년 중소기업법(SBA)을 제정하여 실패기업 재도전 지원책을 포함한 중

소기업 경쟁력제고와 지원강화를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실패기업의 재도전과 관련되어 재도전 전단계를 포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리포트(A second chance for Entrepreneurs)를 발표한바 있다.

  2014년에는 많은 EU국가들의 비효율적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① 기업의 예방적 구조조정과 ② 성실한 파산기업가에 대한 재도전기회 부여를 위한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7> 새 권고안의 구성

조기 구조조정가능성
채무자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부도위험이 있을 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채무자 지불유예허용

으로 협상기회 증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승인되는 한시적(단기) 지불유예

채무자의 사업 연속성지원
채무자가 기존관리인으로 유지되지만 법원은 경우에 따라 중재인 또는 관리자 선임
이 가능

신규자금 허용을 통해

구조조정계획의 성공

가능성 향상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된 신규자금에 대해 부인권 적용대상에서 면제
회원국은 신규자금에 대해 최우선 순위 부여

법원개입 축소로 절차

비용 절감

법원의 개입을 줄일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
예를 들어 지불유예 인정이나 구조조정 계획의 승인에만 법원이 개입하고 원칙적으
로 법원의 활동을 서면으로 처리

채무면책기한의 축소
채무면책 기한을 최대 3년으로 하고, 동시에 면책이후 짧은 기간 내에 신용정보에서 
불리한 정보를 삭제

출처 :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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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 비교 분석

  미국은 사업실패에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를 창업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TMA와 같은 다양한 전문가 서비스 제공이 재창업 지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EU의 경우 SBA법, Second Chance 등 재도전을 위한 법적제도와 연구를 바탕으로 실패예

방, 법적 밖 화해, 법정 내 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재창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EU의 

재도전 지원정책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안에 그쳐 회원국별 실행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중심의 중소기업 재생지원 협의회가 실패기업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계획수립과 상담을 지원하

는 형태로 재창업을 위한 주도적 전담기구가 미비한 한국과는 대비된다 할 수 있다.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재창업 지원제도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패에 대한 관용문화 정착

  제도 정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교육 등을 통하

여 실패가 창업에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패기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에 대한 도전의

식이 저하되고 사회 및 금융시스템의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입장 또한 개선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단편적인 행사 개최나 힐링캠프 운영 등의 노력과 별도로 지역 거점별 창업선도

대학 같은 조직을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2. 재도전 정책의 법적기반 정비

  미국의 파산법, EU의 SBA법 및 일본의 산업재생특별법 등과 같이 재도전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재도전 지원정책은 각 부처별로 추진되거나 합동대책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지속성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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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도전 지원정책 전담조직 구성의 검토

  일본의 경우 산업재생특별법이라는 법적근거를 기초로 중소기업 재생지원 협의회를 설치하여 실패

기업들의 재도전을 지원, 실행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바,  비슷한 법제와 문화

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특별법 제정과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한 전담기구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현재의 정부주도 재도전 지원방식을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다원적 지원 방식으로 개선

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4. 실패기업인의 삶의 질 향상

  일본의 재도전 종합계획에서처럼 실패기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문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패기업인이 단순 일용직, 노숙자 등으로 전락하는 등 사업을 통한 재기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장기적인 정책적 고려를 생각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창업실패에 따른 두려움을 억제하고 실패기업인의 장기적인 자활을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과 재창업의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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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타트업 (재창업)의 개념

  ‘창업’이란 문헌에 따르면 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업이나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제적·생산적 활동이다. 또는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고, 학

문적으로 보면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결합하여 미리 설정된 기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생산·판매하거나 그와 부수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001년 3월에 

개정된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1항에 따르면‘창업’이라 함은‘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라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Re-Start up(재창업)’을 정의하여 볼 때 ‘리스타트업(재창

업)’이란 ‘사업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조직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기회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을 다시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창업품질의 중요성

  최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업이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신설법인은 7000개에 육박해 2000

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30대 미만과 50대 창업자의 증가 폭이 크다. 그러

나 그 규모보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신규 법인의 대다수가 자영업과 서비스업 및 단순제조업 분야에 

속해 있다. 자신의 자본과 지식만을 이용하여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는 영세 창업은 쉽게 창업할 수 

있지만 시장의 진입장벽이나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쉽게 실패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최근 청년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시대적 상황, 또한 조기퇴직과 은퇴 이후계층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영세성 창업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저것 고민하다 결국 가장 손쉬울 것 

같은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종 등 경쟁이 치열한 생계형 업종에 뛰어들고 실패하기 십상이다. 현대경제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규 창업자 중 절반 이상이 창업 3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 업종의 폐업 비율이 높았다. 신규 사업체의 1년 생존율은 70%, 

2년 생존율은 55%, 3년 생존율은 45%로 나타나 창업기업 생존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기업이 초기 창업 후 지속적으로 성장,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 확보, 적절한 

마케팅수행을 통한 매출확대와 수익창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의 확보 등 재무적 경영자원과 

비재무적 경영자원의 적정한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 창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창업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 내기는 그만큼 험난한 과정을 극복해야 한다. 한번 실패한 기업의 재기는 그만큼 

더 어렵기에 기업의 사업수행 내용 면에서 품질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1 리스타트업 시장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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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시장의 현실과 리스타트업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창업에 임한 창업자 중 생존해 있는 사업자도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어려

움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2014년 보고자료에 따르면  66.7%의 

자영업자가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감소했고 24.9%가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가 37.9%에 이른다. 매출 감소에 따라 이익을 내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

이다. 전체 8.3%만이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라는 응답자가 64%에 달했고 

적자 운영을 하는 곳은 26.4%에 이르렀다. 

  이렇게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는 실패를 경험한 사업자들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들 자영업자의 

폐업 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후죽순 격으로 늘고 있는 창업으로 같은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대형업체들에 비해 소규모 창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업사이트의 창업

실패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창업 실패의 원인은 주먹구구식 창업, 경영역량 부족, 

경기불황, 과열경쟁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창업실패는 개인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이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창업실패가 주는 사회

적 비용의 증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패기업에 대한 사회전반 적 이해도 증진이 필요하다. 이들

의 실패과정과 요인을 공유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패기업을 저감시키고 더 나아가 실패이후 리스

타트업 하려는 재기창업자, 재기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들이 보다 심도 있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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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패기업의 특성

  창업기업들이 사업에 실패한 데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다. 대다수의 창업실패기업들이 주로 실패사

유로 마케팅의 부족과 자금문제를 들고 있다. 창업자들이 창업 시 자신들의 기술이나 상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좋은 제품만 생산하면 팔릴 것이라는 막연한 공급자 주도 사고방식을 갖고 시장에 진입하

여 실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인식치 못하고 고객니즈에 대한 대응 

차질로 고객으로 부터 외면 받고 매출 확산 실패, 수익감소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금관리, 자금운용계획의 차질이 실패로 이어지기도 한다. 초기 제품기술개발에 자신의 제한된 

준비자금을 투여하고 이후 보유자원의 고갈로 지속적 사업영위가 제한 받는 경우가 많다. 무리한 사업 

확장 시 자금운영계획의 실패도 뒤따르기도 한다. 기타 특허권 침해, 무리한 시장 조기진입, 조직 

관리 문제, 동업자간 불화, 무계획적 사업 확장 등이 실패요인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창업수행 전략의 부재

  창업은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통하여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시장 환경에 맞는 사업추진전

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기존사업이나 기존의 제품이 

시장에서 고객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혁신적 접근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거나 기존

기업, 상품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그 사업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실패한 창업자들의 경우 창업 후 사업수행에 대한 수행 전략 면에서 준비 부족을 

찾아 볼 수 있다. 시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 수행사업의 산업동향, 트렌드, 제품 가치, 시장규모 

및 성장성, 산업유통채널, 산업의 구조적 매력도, 산업의 수명주기 분석, 향후 진출시장에서 지속적 

경쟁력을 갖고 생존 성장하기 위한 환경 분석, 전략과제설정, 단계적 수행전략 등 전반적인 시장진입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고 창업에 임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적 준비보다 우선적으로 전략

도 없이 사업에 임하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즉 실패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전략의 부재 또는 

수행전략의 충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2 실패기업의 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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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기업들의 실패 내외부적 요인

  필자가 조사한 사례기업은 5개 직종의 업체로 엔터테인먼트 교육사업, 소형음식점, IT 솔루션 업,  

출판업, 핸드폰케이스 제작을 수행했던 사업체들이다. 이들 창업자들은 저마다 자기 전공 직종과 유관

한 직무를 바탕으로 창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4개의 업체가 창업초기단계인 2년 이내

에 사업의 성공을 기하지 못하고 적자누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1개 업체는 창업3년은 경과 하였

지만 본업이외의 용역사업으로 수행할 뿐 계획된 본 사업을 지속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들 실패업체의 실패요인들을 살펴보면 창업자들은 그 사유를 내면에서 찾기보다 외부환경문제로 

거론하며 자금부족과 상품의 판로 문제를 원인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우선적으로 

인적요소인 창업인력들이 사업에 대한 준비되지 못한 경험부족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아이템선정 

실패, 시장수요파악 실패 등이 문제점으로 보인다.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치밀한 계획, 기술력,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등이 성공의 필수 요소임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시각으로 

수행한 사업을 리뷰해볼 때 충분한 경험, 사업아이템, 기술력, 고객확보 계획 등에 중대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사례기업 분석의견

  사례기업들의 실패사유를 분석해 볼 때 판로개척문제, 자금운영문제, 새로운 디자인, 뉴 아이템결

여, 조직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개인적 특성으로 자기제

품과 사업아이템에 대한 집착이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또한 소통상에도 문제점을 보인다.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사업적 관점보다 자신들의 기술에 집착하는 기술적 접근방법 등이 문제점으로 보이

기도 한다. 

  아울러 이상 사례기업들의 공통적 특성으로는 다수기업이 기업가 정신의 부족과 경영자 마인드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 다시 말해서 기업가정신이 미흡하고 사업 준비 과정도 충분하지 못한 채 

창업, 이에 따라 창업 이후 판로 개척 등 마케팅문제에 봉착하였고 또한 충분치 못한 영세자금으로 

자금 운영상 위기에 직면하여 사업에 실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사례기업의 실패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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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가정신의 재정립

  한번 어려움에 처해 본 기업과 개인이 실패한 경험을 뒤로하고 리스타트업(재창업)에 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타트업(재창업)에 임하려는 재기창업자는 먼저 기업가

정신에 투철한 자세로 마음가짐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스타트업의 자세는 첫 번째 창업하는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실패 이후 모험정신, 창조성, 혁신자세, 성취욕구로 재무장한 기업가로

서 리스타트업에 도전하여야 한다.

  인력운영, 자금관리, 기술력, 판로개척, CEO리더십에 있어 자신의 실패요인을 철저히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정신적 재무장을 기반으로 사업에 임할 것이 필요하다. 창업 이후 매출부진, 현금흐름 악화 

등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험한 재기창업자가 그 아픔을 극복하

고 이전 실패를 통한 경험적 학습지식을 자산으로 하여 리스타트업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기업만이 재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에는 물론 한번 실패하였다고 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보다 보다 ‘이전 실패는  도약을 위한 성장의 한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사업 추진할 때 다시금 

실패위험을 줄이고 성공적인 재창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기창업자들에게 사업 환경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의 실패는  용인되지 않으며, 

변화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 환경에서 아이디어와 지적자산으로 재무장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

인 기업가정신으로 리스타트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충실한 리스타트업 준비

  리스타트업 하려는 재기창업자는 다시금 실패가 아닌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난번 보다 더 치밀하

고 계획적인 충실한 창업 준비가 필요하다. 수행하려는 사업 아이템과 연관한 해당사업의 거시적 환경 

분석, 산업 환경, 경쟁 환경 분석, 고객 환경 분석 등의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과 창업자의 역량인 

창업자의 업무역량, 조직과 네트워크, 기술수준 및 개발역량, 자금조달, 경영관리 및 사업화역량, 영

업마케팅역량 과 사업 제품의 강약점, 차별성, 브랜드파워, 고객제공가치, 홍보 및 마케팅력, 자본력 

등 강약점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SWOT 분석 등 내외부 환경 분석을 철저히 수행하고 이에 따른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3. 비즈니스모델의 정립

  실패기업들은 자신이 수행하려는 사업에 준비된 비즈니스모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4 리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수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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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스타트업 하려는 재기창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제공하려는 사업의 제공가치, 자신의 핵

심역량파악,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대상 고객에 대한 분명한 설정과‘무엇과 어떠한 방법으로 지속적으

로 수익을 창출하려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분명한 비즈니스모델을 정립하여야 한다. 

  실패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시장에서의 판로개척과 매출의 확보, 수익 창출이었다. 따라서 

마케팅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STP 전략 수립, 고객세분화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고객세분화(규모별, 

업종별 세밀한 Grouping 필요), 체계적인 고객정보 관리수행사업의 목표고객에 대한 분명한 설정과 

시장에서의 자사사업의 시장, 브랜드 포지셔닝 (Positioning)의 명확화를 기획하여야 한다. 아울러 4P 

전략의 일환으로 제품의 핵심가치 명확화 및 기술적 차별화 부각하여야 한다. 제품의 시장진입 전략과 

제품의 가격 전략을 재설정하고 유통 단계에서의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전략 수립 및 실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리스타업 계획단계 에서부터 비즈니스모델 정립과 마케팅 기본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

4. 자금계획의 충실성

  자금 확보는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자금준비 및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립되어야 한다. 막연히 창업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달되겠지 하는 무계획

적인 생각은 위험하다. 다수의 창업자들이 사업실패의 사유로 지적한 것이 사업초기부터 구체적이지 

못한 자금계획이라 조사된 바 있다. 창업이후 획기적 매출 증대에 따른 수익창출이 수반되지 못하면 

그 사업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만다.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과 실패를 피하고 싶다면 재창업 사업계획 수립 시 자금조달방법에 대해 직접

자금조달, 간접자금조달 등 방법강구와 사업단계별 성장전략에 맞추어 자금조달방안에 대한 대책수립

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기 자본 이외 정부 정책자금 활용 방안도 포함하여 다각도의 자금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창업초기단계에서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자금원 확보계획은 사업의 성공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와 보다 사려 깊은 자금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5. 리스크 매니지먼트

  재창업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만큼 재실패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사업초기의 과다한 자금투입, 개발비용의 집행, 인력투입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 전개 시 대외 

계약처리, 자금운영, 제반 법규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적자원의 확보 및 조직구축에서 단계적으로 

성장계획을 세우고 초기에 과다한 자금투여를 지양하여야 한다. 투자 규모, 사업수행 유연성, 위험 

분산 등 대책과 발생할 위험 상황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세움으로 리스크에 대한 분산 및 관리전

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사업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업상 수반되는 계약서류 등에 법적 

소홀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 검토와 대비에 충실하여야 한다. 전반적으

로 사업 수행 상 예기치 못한 인력, 자금, 영업, 계약, 생산 등 관리대상에 대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수행함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사업상 위험을 예방하고 리스크를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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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은 매우 어렵다. 한번 실패한 기업과 기업가가 다시 성공에 이른다는 것은 오늘날 신용중시사

회에서 어려운 현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변화하는 새로운 환경변화시대에 재창업은 또 다른 사회

문제 해결책이자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실패기업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누구나 이러한 환경에 직면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실패사례기업을 사례로 하여 주요 실패요

인을 살펴보았다. 실패 기업들은 준비되지 못한 창업, 마케팅의 실패, 자금 확보의 문제점 등이 사업실

패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리스타트업에 임하는 재기창업자들의 성공전략으로 첫째 기업가정신의 재정립, 둘째 

충실한 리스타트업 준비, 셋째 비즈니스모델의 정립, 넷째 자금계획의 충실성, 다섯째 리스크 매니지

먼트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충실한 리스타트업 전략을 세우고 이를 단계별로 실천함이 사업성

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현재 열악한 창업시장 환경에서 준비되지 못한 창업으로 인하여 실패한 기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창업실패가 주는 사회 직간접 비용의 증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비용저감을 위해서라도 리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각계의 지원과 관심이 더욱 뒷받침 될 때 리스타트업을 통해 안정적인 선진사회

창조 및 미래 산업을 주도할 성공적인 창업가들이 다시 양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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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장애인의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창업교육→창업→성장→자금회수→재투자·재창업’의 선

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 이에 따라 재투자·재창업 관련 지원을 위해 장애인 창업재기교육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도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 활력 및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한국의 재도전 기업의 5년 생존률은 73.3%에 달하고 있으나, 파산기업의 재도전 비율은 7.2%1)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역시 ’11년 이후 창업교육을 통해 585명 이상의 창업자를 배출하였으나,

최근 5년간 창업기업현황2)

연도
연도별 창업자 수

2011 2012 2013 201 2015 합계

창업자수 87 124 175 81 118 585

    

  창업이후 폐업 또는 업종을 변경한 장애인 창업자 역시 5년간 약 210명 달하여 영업지속 및 폐업에 

따른 재기지원의 필요성 대두

1) 무역 브리핑(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5)
2)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결과보고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5)

1 서론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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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창업이후 폐업현황3)

　 연도별 창업이후 폐업자 수

연도 ~1년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2011 4 22 13 5 8

2012 8 22 14 7 2

2013 14 20 23 10 　

2014 2 16 7 　 　

2015 6 7 　 　 　

합계 34 87 57 22 10

2. 유사사례

  재기교육의 경우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 국내 유일의 재기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전문화된 재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유사사례 연구

기관명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일시 4/15 재기중소기업개발원 회의실

면담자
∘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 정호기 재기중소기업개발원 국장

지원
현황

∘ 재도전 중소기업경영자 힐링캠프 운영으로 재기희망자 마인드함양 

상세
내용

∘ 창업실패자의 재기(재창업)을 위해 금전적 지원이 아닌 창업의지 함양을 우선적으로 지원
∘ 이를 위해 죽도 힐링교육원을 설치하여 4주합숙훈련 진행

주요
목표

∘ 금전적 지원을 배재하고 창업 실패자의 재기의지 함양을 위한 다양한 힐링교육프로그램 운영 

  또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포 보증금 및 시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

인 창업점포지원사업을 운영, 해당 사업을 통해 매년 20~30명의 장애인 신규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음

  ’11년 이후 97건의 창업점포지원 수혜자 중 20건의 폐업자가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창업점포지원 수혜자 중 폐업자현황(업종별)>4)

업종별
업종별 폐업자 수

교육 도소매 안마원 요식업 기타 합계

폐업자 2 5 4 6 3 20

3)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결과보고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5)
4) 장애인 창업점포지원 결과보고서(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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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창업초기비용이 기술업종에 비해 과다투입되는 요식업, 도·소매업 등의 생계형 창업업종의 

폐업률이 높게 나타남

  * 초기투자비용 : 기술업 40백만원 < 요식업 487백만원, 도소매업 504백만원5)

  따라서 기술형 창업에 취약한 장애인이 창업에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금전적 타격이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대안 필요

3. 중소기업청 유사지원 사례

사업명 수행기관 주요 내용

① 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

1. 사전부실예방지원
지방청,

신보,기보
․ 경영애로기업*을 대상으로 부실 예방을 위해 진단 서비스 제공
 * 일반 애로기업과 신보, 기보 보증기업 중 예비경보기업 등 

2. 진로제시컨설팅 중진공
․ 경영위기기업*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구조개선, 회생 

등의 진로를 제시 * 매출감소, 이자보상배율 요건 충족필요

3. 회생컨설팅 중진공
․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자문 

등 지원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지원대상이거나 협업법원 추천기업

② 재창업지원사업  

1. 패키지형 
재도전지원사업

창진원
․ 재창업(희망)기업에게 재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식 지원
 - 사업화자금은 평가등급에 따라 3천만원~1억원 한도 지원
 * 실패 후 재창업하고자 하는 재창업 3년이내 또는 예비재창업자

2. 재창업 기술개발
지원(R&D)

기정원
․ 재기기업인에게 총 비용의 80% 이내, 1.5억원 한도 R&D지원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도전기업인

3. 재도전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재기개발원 ․ 재기희망기업인 힐링교육 실시

③ 재도약지원자금

1. 재창업지원자금 중진공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기업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 업체당 45억원(운전10억원 한도)

2. 사업전환자금

중진공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전환·추가시 필요 자금지원
 * 업체당 45억원(운전자금 10억원 한도)

3. 구조개선자금
․워크아웃, 회생인가 등 부실징후 기업의 기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업체당 10억원(운전자금만)

5) 창업실태조사(창업진흥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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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관련사례

  창업 강국은 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의 조성을 통해 재기기회 제공

미국
Fail Con’(창업실패사례 발표회) 및 CB인사이츠(실패창업자 경험공유사이트)등 실패로부터 반면교사
하는 실패 비즈니스 활성화

이스라엘
대표 벤처캐피털(요즈마 펀드)는 실패를 경험으로 간주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주로 실패경험이 있는 
창업가를 대상으로 투자

EU
중소기업법을 통해 “파산과 재도전”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파산 기업가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또한 창업 강국은 M&A 및 창업투자(엔젤투자, 벤처캐피탈)가 활성화 되어 각각 0.043%, 0.2% 

비중에 불과한 한국에 비해 실패 후 재기비용이 낮음

1. 세부추진개요

  실패로 극복하는 건강한 정신과 자심감, 재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극복방안, 재도전을 위한 지원정

책 참여방안 등을 제시하고,

  재도전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재창업 유도

희망재기교육 추진과제

과제1 재도전 마인드 함양
 ‣ 창업실패자의 창업의욕 고취
 ‣ 실패를 극복한 사례 등 제시, 성공의욕 고취

과제2 제도적 장애물 극복
 ‣ 재도전을 막는 제도·문화적 장애물 극복방안
 ‣ 실패를 죄악시 하는 문화, 연대보증제도, 배임, 신용불량이력 등

과제3 재기지원사업 참여 유도

 ‣ 중소기업청 등 재기지원사업 안내
 ‣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컨설팅 연계를 통해 

참여 성공가능성 제고

과제4 재창업 희망자 컨설팅 지원
 ‣ 교육 우수자 컨설팅 지원연계
 ‣ 1:1 동행 컨설팅(총 3일간) 지원

과제5 창업 비희망자 구직활동지원
 ‣ 구직활동 지원 패키지 제공
 ‣ 이력서 클리닉, 동행면접, 인정성 검사 등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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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추진(안)

 □ 교육제목 : 2016년 장애인 창업 희망재기교육(시범운영)

 □ 지원인원 : 총 20명

 □ 지원대상 : 센터의 창업지원으로 창업에 성공하였으나 영업지속에 실패 하였거나 업종변경을 희

망하는 장애인 창업가

3. 교육 커리큘럼

일 자 시수 과제 강의내용

1일차

(6H)

1H -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소개 및 안내

5H
과제1

마인드 함양

◦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자존감 유지, 인식개선

2일차

(9H)

1H ◦ 재도전의 성공전략

2H ◦ 인생설계와 커리어패스 재 수정

3H 과제2
제도적 장애물 극복

◦ 개인신용관리 및 파산면책

3H ◦ 실패에 따른 법적책임(연대보증, 배임 등)

3일차

(9H)

3H 과제3
재기지원
참여유도

◦ 중소기업청 재기지원사업 참여 안내
   - 중진공, 소진공, 창진원, 센터 등

2H
◦ 기타 정부·유관기관 재기지원사업 참여 안내
   -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등

3H
과제4

재창업 컨설팅지원
◦ 재창업 계획서 작성 및 발표, 평가
   - 평가 우수자 컨설팅 지원연계

4. 기대효과

  성실실패*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여 재창업을 유도, 실패경험이 성공창업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 지원

   * 성실실패 기준 : 경제범죄 경력, 채무상환 노력, 폐업실패 사유, 고용문제 등

 교육수요 음영을 해소하고 창업단계별 필요에 맞춤대응하기 위해 단계별(예비창업→창업실무→창업

초기안정→실패재기)교육과정 포트폴리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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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존

⇒

개편 대상

예비창업 기초·특화교육 기초·특화교육 예비창업자

창업실무 창업실전교육 창업희망자

초기안정 기업가정신 캠프 기창업(초기)자

성공도약 역량강화교육 역량강화교육 기창업자

실패재기 재기(취·창업)교육 창업실패자

5. 최종 성과달성 지표

 □ 교육생 재창업 및 재취업 비율 20% 이상 달성

 □ 향후 3년간 창업 후 생존률 73.3% 이상 달성 유도

● 무역 브리핑(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창업실태조사(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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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창업실패 원인분석 및 창업자의 개인특성 고찰

연구책임자 황순영 참여 포럼위원 황순영, 안병익

요약

- 매년 약 100만 개의 기업이 신설, 80만 개의 기업이 폐업, 연간 600만 개의 기업이 생존

- 전체 기업의 13%가 매년 감소(국세청 통계연보 2014.12)

- R&D자금의 성공율 20%이하, 재창업자금 부실율 40% 이상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2016.09)

- 창업 3개월 이내 창업활동지수는 2.9%(23개국 중 22위)

(GEM (글로벌창업모니터)조사의 국가 간 창업활동지수,2011) 

- 창업 1년 생존율 62%, 기술창업 3년 생존율은 4%(OECD 국가 중 최하위)

(OECD ‘2013년 과학ㆍ기술ㆍ산업스코어보드 보고서)

- 창업지원자 창업지원 대비 급증(정책자금 경쟁률 3:1==>10:1)  

-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자 개인 특성 평가 필요성

- 지원자 선발효과 극대화 및 기업당 지원규모 증대 (소수정예방식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자 개인의 역량은 절대적 

- 창업자 역량의 여러 요소 중 개인 특질 평가 비중 낮음

- 창업자 개인 특성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지침 마련의 필요성

- 창업자 개인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 실패사례를 통한 implication 도출

색인어

한글 : 창업 성공률, 실패사례, 창업자 개인특성, 지원자 평가, 심리적 요인

영어 : rate of start-up success, cases of failure,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applicant evaluation, psychological factor

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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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창업실패 원인분석 및 창업자의 개인특성 고찰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기업 평가 요소로서 창업자의 개인 특성 반영 비중을 높이되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모색함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재창업 기업의 실패 및 창업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요인의 발견 및 창업 성공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창업자 개인 특성의 유형과 세부 개념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 실제 선정 평가 항목으로서 적용 가능한 개념의 후속 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Ⅳ. 연구결과

  창업자 개인 특성과 창업 성공 간의 관련성 파악.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리서치 

측정 수단 제공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적인 실증 연구를 통한 창업자 개인 특성의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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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효과적인 창업 지원의 필요성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100만 개의 기업이 신설되고 80만 개의 기업이 

폐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600만 개의 기업이 생존하고 있다. 전체 기업의 약 13%가 매년 사라지고 

있다.(국세청 통계연보 2014.12)

  한상하(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에 의하면 R&D자금의 성공율은 20%이하이고 재창업자금 부실율은 

40%가 넘는다고 한다.

  OECD의 ‘2013년 과학ㆍ기술ㆍ산업스코어보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기업의 

창업 1년 후 생존율은 62%, 신규설립 기술창업의 경우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로 나타나 국내 

기술 창업의 생존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선진국은 일찍이 기술창업 활성화 융합 

확산 기반의 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왔으며 정부는 기술창업이 국가적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생존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기획재정부,2015)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창업 준비단계인 창업교육과 산학협력 지원 및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특허 지원, 시설 및 연구개발비 지원, 최근에는 마케팅 및 홍보, 사업 컨설팅 지원, 

저금리 장기 자금지원 등 창업 준비 단계부터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2015)

  GEM (글로벌창업모니터)조사의 국가 간 창업활동지수 및 형별창업실태(2011)에서 고용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창업하는 기회형(비 생계형) 창업비중이 한국은 36%(2011)로 

미국 (59%). 독일(5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고 기업가정신 지수인 총 창업활동지수

(TEA) 2012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총창업 활동지수는 7.8%로 혁신주도형 경제국 23개중 6위로 높은 

편이나 창업한 지 3개월 이내의 극 초기 창업활동지수는 2.9%로 23개국 중 22위로 나타나 혁신주도형 

국가 평균 3.7%에 미치지 못하고 그 이유로 초기청년창업기업 비율이 낮은 것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3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본 결과 기업

들이 기술사업화 추진에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부분이 기술개발 실패 또는 높은 위험부담(61.7%), 

부족한 시장수요(55%), 자금부족(42.6%), 마케팅역량부족(38.7%), 개발된 제품의 낮은 경쟁력

(38.3%), 회사의 기술사업화 우선순위변경(25.5%) 순이라고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

서 어떻게 개선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기술사업화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산업연구원, 

2012)

1 창업기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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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기반 창업을 하였더라도 많은 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가지기 전에 시장에서 퇴출하게 된다.(Murphy and Edwards, 2003). 창업 후 1~3년 사이에 개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역량의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게 되는데 이를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라고 부른다(Barr et al., 2009).

  최근 국내의 기술창업기업 수를 살펴보면, 첨단기술 기업은 2001년 2,430개가 창업하였으나 지속적

으로 그 수가 줄어 2011년에는 1,871개가 창업하였으며, 2001년에 창업한 기업이 2011년까지 생존한 

기업은 17.5%로 제조업 전체(20.8%)보다 낮다(창업진흥원, 2013). 이는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기존 

경쟁 기업에 비해 활용 자원의 부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많은 기업들이 ‘죽음의계곡

(Death Valley)’에서 도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그림 1> 창업 단계별 지원 사업 및 죽음의 계곡 위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은 혁신수용곡선(Innovation Adoption-Curve,1962) 주기로 볼 때 

대체로 혁신 제품이 도입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캐즘(chasm)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서 

매출이 본격화 될 때까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자금이 소진되어 버티지 못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데(Rencher,2012) 최근의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과 네트웍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스웨덴의 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Lundqvist(2014)는 네트웍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또한 2014년 대대적으로 실시한 김용정의 인터넷 서베이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국내 대학, 연구소로부터 특허를 이전 받은 중소기업 2,494개 사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추진 및 

성공/실패 여부, 이전기술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의 특성, 목표시장, 제도적 환경, 최고경영자 및 

기업의 특성,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시장 여건의 미성숙, 개발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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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부족, 기업의 사업화 역량 부족 등이 사업화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초기 

수요 창출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정,2015)

  

<그림 2> 죽음의 계곡과 캐즘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04년 ~ ’09년 사업체 생성.소멸.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간 동안 

국내에서 연평균 59만 5336개가 신규 설립되고 57만 7501개가 휴폐업하였고 신생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고 버티는 기간을 의미하는 생존율을 보면 1년 평균 생존율은 72.6%이지만 2년차 

56.5%, 3년차 46.4%, 5년후 33%로서 신규 업체 중 절반은 2~3년 내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 경제적으로도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갖춘 창업벤처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일자리 중심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생계형 창업 이 아닌 기술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창업기업의 생존 및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 정부에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기존의 창업지원정책으로 벤처

기업이 3만개에 달하는 등 계량적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생존-성장-성공의 성장

사다리 구축이 미흡하다고 평가 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적인 수준에서의 창업벤처를 늘여가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창업가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보다 과학적인 선별이 이루어지고 창업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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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창업 성공률이 저조한 것은 창업지원의 목표가 사업자등록 

건수 위주로 지나치게 단기적이고 수량적인 개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기업당 창업 

지원 금액이 적은 한편 계량적이고 가시적인 스펙 위주로 지원 기업을 선별하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지원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지원자는 더욱 급증하고 있어 각종 창업 지원의 경쟁률이 4~5년 전 

3:1 정도이던 수준에서 현재 10:1 수준으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의 예산도 커지고 이와 함께 심사의 공정성 문제, 지원의 형평성 문제(중복 지원) 

등이 대두되고 있다.

  창업 지원 기업 선정 방식을 소수정예화 하여 기업당 지원 금액을 높인다면 창업 지원의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내용을 공개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의 평가는 심사위원들의 평점합계에 따른 상대 점수로서 지원 기업이 선별되므로 

탈락이유는 석차에 뒤지기 때문이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상세한 평가 내용은 지원 기업 스스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한편 평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거하고 신뢰도를 높이게 되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가내용을 작성해야하는 

평가위원에게는 좀 더 평가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더욱 정밀하고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창업자 평가의 중요성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크게

  1. 어느 기업을 지원해 줄 것인가 (지원 기업의 선정)

  2.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 (지원 기간)

  3.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지원 방법)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상기 세 가지 과제 중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지원방법의 문제는 (신용)대출, 보증, 출연 

등의 자금지원 방법과, 기술지원, 컨설팅, 교육, 등의 비자금 지원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기업의 상황과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상기 3가지 과제 중 상대적으로 가장 

어렵지 않은 의사결정이지만 지원기업의 선정이나 지원기간의 문제는 매우 쉽지 않은 의사결정 

과제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지원 기관의 지원목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부나 

지자체의 경우 창업지원의 목적은 장기적으로는 단위경제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내수 불황과 대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유연화 등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되어 온 국내 

현실에서 최근에는 실업대책과 맞물려 창업지원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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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원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을 지원하되 지원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이나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은 많은 반면 지원의 효과가 매우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특히 창업이나 신사업의 경우 성공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지원기업과 지원

기간의 결정은 쉽지 않다. 

  지원기간과 관련하여 ‘기업이 성공하였다 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물음이 된다.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창업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의 시점을 가늠할 수 있어야 창업지원

기간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란 무한 존속을 전제하기 때문에(on-going-concern) 어느 

시점에서 기업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이 성공한 기업인지 실패한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70년대에는 대우그룹을 가장 크게 성공한 기업으로 보았으나 1997년 IMF 

사태를 맞을 무렵에는 가장 실패한 기업으로 보게 되었다. 만일 당시 정치적으로 자금지원이 되었더라면 

오늘날 더욱 큰 성공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의 경우 투자 시점으로부터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투자 

기간이라 하고 손익분기점이 발생한 시점, 즉 경상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성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지원기간 역시 경상이익이 발생하는 평균적인 기간인 3년~7년을 보고 있다. 이 경우 역시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을 신청자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대로 판단할 수 없으며 상품화 

기간과 영업 속도, 고객의 전환비용은 물론 홍보 마케팅 효과와 시장변화 까지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에 교수뿐만 아니라 실제 현직 사업자나, VC(Venture 

Capitalist)등을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여가는 추세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결정은 어느 기업을 지원해 줄 것인가 (지원 기업의 선정)의 문제인데 주로 

기업의 현재 상태와 사업계획, 조직구성원, 창업자의 전문적인 스펙(경력 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창업자 개인의 특성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창업기업의 성패가 거의 

전적으로 창업자에게 달려 있는 현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창업자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라기

보다 개인의 특성이라는 다분히 인간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요소 역시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 기술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에도 

짧은 시간 안에 사업계획서를 읽고 면접을 통한 몇 차례의 질의응답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 실제 지원자가 

설명한 내용을 후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창업자 개인 특성에 대한 평가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기술창업의 경우 창업자의 특성으로 전문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창업 지원자의 전문성 스펙에서의 변별력은 높지 않아 결국 사업성 위주의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체의 성장가능성이나 창업자의 역량보다는 요구하는 서류를 잘 갖춰 제출하는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 같음” (「청년창업가가 말하는 대학창업의 애로사항」, 무역협회, ’14.7월) 

  “실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VC) 등 시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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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부족”(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개선방안」, 미래부 정책연구용역, ’15.9월), 

“PT 잘해야 창업지원금 받는 이상한 나라” (중앙일보 2015.11.08.) 등의 비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업성의 평가가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실제 평가 현장에서 평가위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창업자의 질문에 응하는 태도나 인상 말투, 자신감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여 년간 사업지원 평가를 해 본 필자의 경험으로는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사실상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창업기업을 선정할 당시의 평가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여도 창업 기업이 풀어 

내야할 할 향후의 과제는 수 없이 많으며 현재의 사업계획에서 마련된 해법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변수 또한 수없이 많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지원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일치되도록 하는 실행의 부분은 오롯이 창업자에게 달려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자는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에 이를 때까지 창업자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투입될 수 없는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 창업자 개인의 

역량은 절대적이다. 

  국내에서는 창업자 개인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거의 없다는 점도 창업기업의 평가에 있어 개인적 

특성을 비중있게 고려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료된다. 구글 학술검색 및 RISS, KISS, DBPIA 통해 

검색해 본 결과 창업자 개인 특성과 기업성과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가장 

유사한 내용으로 접근한 논문은 이태규 & 윤혜현의 “외식창업자의 성격특성이 고객지향성, 직무만족 

및 고객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1)과 이인석의 “Big5 

모델의 성격요인 및 윤리적 가치관과 조직성과간의 관계.”(경영학연구 32.6, 2003), 유봉의 “청년

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대한경영학회지 26,2013) 

최무진의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경영교육연구 28, 2013) 등 10 편이 되지 못하였다.

  유사한 내용으로 “기업가 정신, 해외네트워크, 수출지원 정책이 신속한 글로벌화에 미치는 영향”

(한상설,임덕순 2013.11무역학회지)에서는 창업자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해외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공 또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국내의 많은 관련 연구들에서도 창업 성패의 이유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금, 사업성, 

아이템, 기술, 경쟁, 시장변화 등 거시적이고 상황적인 분석 결과로서 실제 창업지원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어떤 창업기업, 즉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잘 알려진 바, 창업의 성공이란 기술, 아이디어, 시장성, 제조원가, 경쟁상황, 자금, 등 무수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뤄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현재의 지원 시스템은 초기 아이디어 단계부터 

R&D, 홍보, 마케팅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망라하고 있으며 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창업자의 역량’까지도 지원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즉, 창업자의 입장에서 기술이나 아이디어, 

자금은 물론 필요한 시장 지식과 정보, 홍보나 마케팅 기술까지도외부에서 조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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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할 창업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창업기업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별의 

기준은 창업기업의 ‘준비된 기초자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준비된 기초자원의 핵심은 ‘창업자의 

의지와 자질’이라는 인적요인 외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준비된 기초자원’으로서의 창업자의 자질을 살펴보고 창업자의 어떠한 특성이 

성과에 기여하는 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기존의 연구 문헌이나 거시적 통계 외에 

질적인 분석을 위해 중기청이 발간한 ‘혁신적 실패사례(2013,2014)’ 자료를 참고하고 ‘재도전 힐링

캠프’를 운영하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3절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창업자의 특성

  신용보증기금 창업성공실패사례집(2012.4)에 따르면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경험, 자금계획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재도전 종합가이드북(2015.8, 중소기업청)에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아도 역시 성공의 요소로 철저한 사업 준비와 경험을 꼽고 있다. 실패의 심리적 

이유로 ‘영업을 두려워하다’, 성공이유로는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는 소회와 함께 ‘창업주는 

직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마인드를 계속 주지시켜 주고, 모두가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일하게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혁신적 실패사례(2013,2014)’ 자료를 살펴보면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볼 수 

있는데 실패의 원인으로 자금, 시장변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점과 지인의 

변심이나, 사기와 같은 개인적 불운도 있었다. 이들 재창업자들이 스스로 밝힌 성공적인 창업 이유로 

‘몰입과 끈기’, ‘겸손함’, ‘마음자세’, ‘포기하지 않는다’, 등을 꼽았으며 아무도 ‘아이템’자체의 우수성을 

내세우지 않았다. 또 ‘아이템’을 수정,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성공하기도 하였다. 

 

  한상하(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에 의하면 지난 2011년 8월 창립한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죽도 힐링캠

프에는 2016년 4월까지 347명의 수료생이 거쳐 갔으며 수료생 중 53%가 창업에 성공했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실패원인을 파악한 사람으로서 헝그리정신이 투철한 경우만 창업을 추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5년 생존율은 97.4%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발표한(중소기업재도전 

종합가이드북,2015.8) 국내 일반 창업자 5년 생존률 30.9%, 재창업자 생존율 73.3%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그림3 참조).

  그에 따르면 힐링캠프 입소자의 50%이상이 이혼상태, 신용불량상태로서 이런 상태로 재창업을 하면 

재창업의 실패율이 첫 창업의 실패율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을 대상으로 

창업을 추천하고 있으며(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사업아이템보다 사업자의 태도와 

의지, 습관 등을 훨씬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돈보다도 신뢰를 더욱 중시하며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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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과거 생활습관을 유지하려는 경향, 상황 탓, 남 탓을 하는 경우는 배제한 것을 주요 성공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림 3> 창업기업 생존율, 2014, 중소기업청 

  현정화(2005)는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아이템선택, 개발, 시장, 관리, 태도, 관계, 불운의 7가지 

실패의 함정을 들고 있는데(불황을 뚫는 7가지 생존전략’ 2005, 랜덤하우스) 태도, 관계, 불운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요소는 창업자의 개인 특성이다.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제도적인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창업자의 개인 특성은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이고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경우조차 개인적 특성에 따라 효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창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할 고정요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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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창업 성공과 관련된 인간적 특성 

  기존의 벤처기업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는 벤처 기업의 업력이 7년이 넘어 안정기에 들어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창업 이후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해 도태되는 기업이 

많고 성공 즉, 손익분기점을 넘어 자금 흐름(Cash Flow)이 짧은 기간 안에 선순환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은 회사설립 7년까지를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기업의 자원 중에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 성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지를 확인하여 향후 창업 기업의 발굴 및 

지원 방식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기업성과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가(entrepreneur)정신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으며 이후 심리적 특징인 5대 성격특성(Big Five; conscientiousness, openness to experience, 

extraversion, agreeableness, and emotional stability),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감성지성(EI; 

Emotional Intelligence), 정치적기술(Political Skill), 등이 창업자의 특질로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많은 연구결과 이들 개인적 특성이 창업 성공의 중요한 역할을 있음을 밝히고 있다. 

  Drucker(1985)는 기업가란 변화와 기회를 포착하여 이용하는 사람, 창의성, 권위, 통찰력 등 새로운 

결합을 통해 동태적 과정으로 창조하는 경제발전의 중심적 존재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창업가에 

필요한 자질을 창의성으로 꼽고 있는데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신제품 등장 속도가 빨라지고 경제 

및 사업 환경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는 기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특성보다 

상대적으로 창업가의 성공적인 특성을 밝히는데 모아지고 있다. 

  창업가 특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Sexton & Bowman, 1986) 

창업과정은 창업자의 개인적 요인 단독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듬 창업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Greenberger & Sexton 1938), 국내에서는 김종관과 이용탁

(2001)의 벤처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가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창업가 특성과 성과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행위적 특성, 역량특성 등의 연구로 구분되고 있다. 

2 창업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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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초기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이들은 창업자를 일반인들과 구분 짓는 심리적 특성으로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그리고 혁신성을 

들고 있다.

  또한 창업의 특성상 고객에게 생소한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제안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술이나 

상품/서비스의 혁신성외에 시장 설득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은 고민과 시간투입에 

더해 경쟁자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특성과 함께 창업기업의 

행위적인 특성과 역량특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여러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함으로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얼마나 창업 

성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인식하고 나아가 그 중 특히 어떤 요소들이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성공과 중요한 관계를 갖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뤄온 기업가 정신의 기업성과에의 직접적인 효과에 더해 최근 등장하고 

있는 네트워킹 효과를 매개변수로 하였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네트워킹이 중요한 

이유는 창업자라면 누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는 점이다. 특히 갑을관계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웍이 없는 경우 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낯선 사람을 만나 깊이 있는 이해관계를 주고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무 네트웍 없이 가망고객이나 협력자를 접촉하기가 쉽지 않으며 공공기관 

외에는 소개받지 않고 찾아갔다간 문전박대를 받기 십상이다. 재창업자의 성공률이 높은 이유 역시 

그 간의 경험으로 쌓은 친분있는 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재무 자원이 부족한 창업 기업에 있어 초기 매출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나 홍보를 

통한 마케팅 활동으로 일어나기보다 기업고객이나 금융기관 및 정책지원 관계자와의 개별적인 설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대일 설득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가 역량으로서 정치적 기술

(PS:Political Skill)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정치적 기술의 성과에의 역할 방식을 알아보았다.

제2절 기업가 정신  

  기업가정신에 대해 처음 학문적으로 관심을 보인 사람은 Schumpeter(1934)로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혁신적 창조적 행동’으로 파악하면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Cole(1959)는 Schumpeter의 혁신적 창조적 행동 외에 관리적 측면을 

추가하여 기업가정신을 파악하였다. 즉, 기업가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정보나 관념의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기업가정신을 혁신성, 관리적 측면, 그리고 외부조건에의 조정이라는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함

으로써 기업가정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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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복합적인 연구 개념인 기업가 정신 요인들 중에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합하게 측정개념을 설정한 Lumpkin & Dess는 기업가 지향성(EO: Entrepreneurial 

Orientation)을 사용하였다. 이 개념은 최초 창업 뿐 아니라 이미 성공한 대기업에서 신규 사업에 

진입할 때에도 적용되어 사용되어진 “우리가 진입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기존의 기업가 정신의 개념보다 창업이후 기업가정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1980년대 미국의 

하버드대학 및 뱁슨 컬리지를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Miller(1983)는 

기업가정신을 제품과 시장의 혁신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경쟁자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자세라고 보고, 혁신성(innovation), 위험감수성(risk taking), 

그리고 적극성(proactiveness)의 3가지 차원으로 기업가정신을 구분하였다. Gartner(1985)는 기업가

정신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개인, 환경, 조직, 과정의 네 가지 차원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Hornsby et al.(1993)은 조직특성과 개인특성 간의 상호작용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상호작용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개인특성 중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 

열정 등을 기업가정신의 영향변수로 제시하였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기업가정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개인이나 조직에서 통제 가능한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Stevenson and 

Jarllio, 1990), 새로운 조직의 창조(Gartner, 1985), 창업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단순한 

조직의 소기업과 관련된 정신(Mintzberg, 1989), 또는 기업이 새로운 무엇을 창출하기 위해 이를 

탐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Baron and Shane, 2005) 등으로 정의된다. 또한 Zahra(1999)는 

기업가정신은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국사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으로 설명된다고 하였으며 Miller(1983)는 기업가 정신의 구성요소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기업가 정신에 대한 풍부한 연구가 기업가 정신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긴 하였으나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관점의 개념들이 혼재하고 있어 그 어느 것도 기업가 

정신을 특정함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던 이유는 

저마다 다양한 관점과 수준에서 사용하다보니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가 연구의 맥락에 따라  개념의 

범주가 다르게 사용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그동안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다양한 요인들로 조합으로 

설명되어져 왔고 또 개인차원, 그룹차원 및 전체 조직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된다.(1996, Lumpkin & Dess)  

  Lumpkin & Dess는 그동안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는 모두 “우리가 진입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

인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되는 진입전략의 관점에서 기업전략 차원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 

해 왔다고 하면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경쟁적 공격성, 자율성이라는 5가지 측정변인으로 

정의되는 기업가 지향성(EO: Entrepreneurial 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과거 기업가 지향성은 

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주로 방법, 활동, 및 의사결정스타일과 같은 기업가적 과정에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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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되었고 그 결과 기업가 정신의 지향점이 사업의 선택으로 집중되고 기업가 지향성은 자동적으로 

혁신의지나 위험감수 성향 혹은 시장기회를 포착하거나 경쟁자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 안에 포함되어 

연구되어 왔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연구들이 추구한 “무슨 사업에 진입할 것인가?” 와는 사뭇 다른 

“어떻게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기업가 지향성으로 상기 5가지 성향이 다른 

요소들과 독립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러 학자들이 실제 환경에서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차원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을 합산하여 분석하는 단일 차원의 측정 방법 주장하였으나(miller, 1983 covin & slevin 1991) 

Lumpkin & Dess(1996)는 기존의 3가지 구성차원으로 기업가정신을 설명하는 한계 지적하고, 자율성과 

경쟁적 공격성을 더한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기업가지향성 척도를 제안하였다. 대다수 연구에서 

6-11개의 측정항목 사용하고 있다.

제3절 5대 성격 특성 (Big5)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듯 성격(personality)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고 그에 따라 무수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이 

동의하는 McCrae & Costa의 BIG5 이론(1987)에서 제시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으로 

구성된 5가지 유형(Big5)으로 정리되었다(Goldberg, 1993). Big 5model은 일관성이 있으며, 요인

분석 방법에 기초해 제작 된 다른 성격검사들과도 높은 일치도를 보이고, 유전적 기반이 시사되며 

동기, 정서, 대인관계 및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밝혀짐으로써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성격 및 조직심리 연구자들은 대표적인 성격 모형으로 성격의 

5요인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McCrae & Costa, 1997; Schmit, Kihm & Robie, 2000).

  BIG5 성격 이론은 특성이론 가정에서 시도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의 특성은 

5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5개 요인은 개인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포괄하여 설명 가능

하다는 것이다.

  개방성은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가정환경, 교육, 문화적 배경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으로서 

지적 자극이나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하며 문화(Culture) 또는 이지적(Intellect)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성실성이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말하며 신뢰성(Dependability), 

성취의지(Will to Achieve)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 또는 관심을 끌고자 하거나 타인을 주도하려는 정도를 말하며 

친화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서 우호성(Agreeable), 친근성(Friendliness), 

사회적 동조성(Social conformity)과 통하는 개념이다. 신경증(정서불안정성)은 정서적 불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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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것으로 정서적 민감성(Emotional Sensitivity) 또는 반대 속성인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으로도 불리운다.

  성격요인과 기업가의 성공적 자질과의 연구 결과는 서로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Gartner(1988)는 

성격 특성이 창업의 성패와 무관하다는 발표를 한 이후 관련 연구가 줄어들어(Wennberg et al. 

2010, Amaral et al. 2007, Headd 2003) 2011년까지 성격특성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Ciavarella 등(2004)이 연구한 단 한건밖에 없었다(Wilfling 등, 2011). Wilfling 등(2011)은 

우호성이 높으면 실패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진다고 하였고 성실성은 매출과 업무성과에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났다 (Adler, 1994;Barrick et al., 2002; Barrick 

& Mount, 1991; Furnham & Fudge, 2008; Yilmaz & Hunt, 2001). 한편 Barrick and 

Mount(1991)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개방성과 매출성과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Yilmaz and 

Hunt (2001)와 Adler (1994)에 의하면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Furnham and Fudge 

(2008)에 의하면 성실성은 매출성과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Barrick 등(2002)과 Yilmaz 

and Hunt (2001) 및 Adler (1994)의 연구에서 개방성은 영업성과를 높여준다고 하였으나 

Furnham and Fudge (2008)은 상호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제4절 기업가 지향성(EO: Entrepreneurial Orientation)

  기업가적 지향성(EO)은 혁신적인 경향을 가진 전략적 태도로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을 실행하며 

적극성은 신규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며 새로운 제품, 서비스, 시장을 탐색하는 리스크에 개방되어 

있으며(Covin & Slevin, 1991) 특히 기회를 찾는 지향성은 시장을 탐색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기업에

게 미래 기회를 제공하고(wiklund & sheperd, 2011) 벤처기업의 기업가적 지향성은 벤처기업의 

조직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보편적인 개념으로서.(Wiklund,1999 ; Wiklund & Shephered,

2003,2005) Miller(1983)에 의해 논의되고 Covin & Slevin(1991)에 의해 채택되고, Lumpkin & 

Dess(1996)에 의해 심화된 기업가 정신을 표현하는 정제된 개념이다. Lumpkin & dess(1996)과 

Mtsno 등(2002)에 의하면 기업가 지향성(EO:Entrepreneurial Orientation)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탐색하는 기업의 성향을 나타내며 이것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경쟁적 공격성, 자율성을 나타

낸다. 

  기업가적 지향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Rauch, Wiklund, 

Lumpkin & Frese,2009) Moreno & Casillas)2008)과 Wiklund & Shephered(2011)에 따르면 

기업가적 지향성은 VRIO(가치있고 진귀하며 모방 불가능한 자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가적 지향성은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힘의 원천이자 쉽게 공유되지 않는 지식의 경우 조직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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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되어 있으며 (Kim & Mauborgne, 1998) 기업가적 기회에 대해 탐색하는 지식을 레버리징하기 

위해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필요로 하며(Floyd & Lane, 2000) 교환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활성화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지식의 질과 양 모두를 찾는 관계에서 그 효익이 생긴다고 한다.(De clercq 

& Sapienza, 2006).

  이러한 기업가적 지향성의 구성 변인으로 자주 인용되는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1)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McClelland(1961)가 성취욕구에 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이후, 성취욕구는 창업가의 행동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Hornaday와 Aboud(1971), Decalo와 Lyons(1979)등은 

기업가가 보통 다른 집단에 비해서 성취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창업가

들이 성공적인 사업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Sexton과 Bowman(1985)은 성공적인 창업가

들에게 뚜렷한 성취욕구가 나타남을 밝혀냈으며, Smith와 Miner(1984)의 연구에서는 성취욕구와 

성장률 사이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창업가는 성취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Miner와 그의 동료들

(1980) 역시 경영자의 성취동기와 기업의 성과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위험감수

성향이 있어야지만 기업가들이 도전의욕을 가질 수 있고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Schrang(1965)는 창업가의 성취욕구가 낮은 경우에 평균적인 성과를 달성하기가 용이한 

반면, 창업가의 성취욕구가 높은 경우는 큰 이득을 보거나 큰 손실을 볼 가능성 모두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가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며, 잘못될 경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형래(1995)는 성취욕구와 기업성장 

관련변수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에 반해 조임현(1998)은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자의 성취동기, 권력동기, 친애동기와 매출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성취동기와 

권력동기는 매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친애동기는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취욕구는 McClelland(1961)가 프로테스탄티즘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성취 욕구를 

도입하면서부터 성공적인 창업기업가의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대적 의미는 Murray(1938)의 

연구로부터 유례한다. Murray(1938)는 “성취 욕구를 어떤 것 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 물질적 

사물, 인간, 또는 아이디어에 정통하고 이들을 조직하며 조직화하려는 의욕, 가능한 한 신속하고 독립적

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의욕, 역경을 극복하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는 의욕,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만들려는 의욕,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그들을 능가하려는 의욕,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의욕”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Murray의 연구가 McClelland(1961)의 성취욕구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McClelland(196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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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욕구를 기업가적 행동과 경제적 성장에 관한 문제에 이론적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McClelland(1961)의 연구 이래 많은 연구들은 성취욕구를 기업가적 행동과 관련시켜 

왔다. 성취욕구는 창업가가 벤처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정성한과 김해룡

(2001)은 성취욕구를 어떤 것을 신속하고 가능한 한 잘 이행하려는 바램 또는 심적 경향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자 혹은 창업가가 가진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가의 강한 성취욕구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하여, Sexton과 Bowman(1985)은 성공적인 창업자들은 높은 성취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Smith와 Miner(1983)는 기업가적 성취 지향적 성향과 그 회사의 성장률간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조형래(1995), 이장우(1998), 박영배와 윤창석(2001)의 연구에서도 성취

욕구와 성과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ornaday와 Aboud(1971), Decalo와 Lyons(1979)등은 창업가가 보통 

다른 집단에 비해서 성취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창업가들이 성공적인 

사업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Sexton과 Bowman(1985)은 성공적인 창업가들에게 뚜렷한 

성취욕구가 나타남을 밝혀냈으며, Smith와 Miner(1984)의 연구에서는 성취욕구와 성장률 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창업가는 다른 일반사람에 비해서 

성취욕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성취욕구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Miner와 

그의 동료들(1980) 역시 창업가의 성취동기와 기업의 성장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위험감수성향이 있어야지만 창업가들이 도전의욕을 가질 수 있고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조형래(1995)는 성취욕구와 기업성장 관련변수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Smith와 

Miner(1983)는 창업가적 성취 지향적 성향과 그 회사의 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조형래

(1995), 이장우(1998), 박영배와 윤창석(2001)의 연구에서도 성취욕구와 경영성과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위험감수 성향(Risk-taking)

  위험감수성향(Risk-Taking Propensity)이란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거나 또는 모험적이고 도전

적인 성향을 말한다. 위험감수성향은 근본적으로 신규사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기업가적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이고, 최고 경영자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중의 하나이다. 행동과학자들은 위험감수

성향을 불확실한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가들의 행동방향을 설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을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듯이,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창업가의 의지가 중요

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mith와 Miner(1971)는 기업가를 예견력을 소유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위험감수성은 중요한 성과의 차이와 합리적 생산 감소 기능성이 있는 기회를 기꺼히 추구하는 성향

으로 재무와 기술 및 시장과 인적자원의 합리적인 위험의 인식과 관리하는 시도로서(morri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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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기업이 새로운 사업성공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활동하여 기꺼히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즉,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지식없이 실행하는 의사결정 활동으로서 위험을 감수하는 벤처프로

세스에서 구체적인 자원의 몰입을 포함하는 실행력을 의미한다(Dess et al 2005)

  위험감수성이란 개념을 정의할 때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지식없이 실행하는 의사결정 활동, 위험을 

감수하는 벤처프로세스에서 구체적인 자원의 몰입을 포함하는 실행, 미지에의 도전, 과감한 투자가 

관건이다.(Baird & Thomas, 1980)

  Gasse(1982)에 의하면 창업자는 불확실성을 ‘심각한 위협으로서 보다 긍정적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Begley와 Boyd(1987)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와 경영자 사이의 모호성 

인내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기업가의 모호성 인내도가 경영자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만약에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 동기 부여적으로 작용한다면 기업가적인 성공을 촉진시킬 것이며, 창업자는 

비창업자보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 명백히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Budner(1962)에 의하면, 

모호함은 생소함, 복잡성 등에서 나오며, 모호함에 대한 수용력은 모호한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또한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tolerance fo ambiguity)은 지각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의 정도를 말하는데(박영배 ․ 윤창석, 2001), Sexton과 Bowman(1985)은 창업자들

이 일반인 보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3) 혁신성(Innovativeness)

  Schumpeter(1942)는 혁신성은 기업가정신의 핵심개념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개발을 모표로 한 실험과 창조적 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것을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창조적 파괴, 

새로운 조합이 관건이라고 제기한 이 후, 여러 연구자들이 기업환경 내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있다.(Covin & Miles 1991; Lumpkin & Dess 2001; Zahra, 1993)

  혁신성에 대한 연구는 대상 분야, 형태, 학자에 따라서 그 개념과 정의가 매우 상이하고,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혁신 또는 혁신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우선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 혁신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ompson(1967)은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세스 및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고 수용하고 실행해 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Zaltman등

(1973)은 새롭다고 느끼는 아이디어의 실질적, 물질적인 가공품이라고 주장 하면서,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일찍 적응하는 능력의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Quinn과 Cameron(1983)과 Phillips등(1983)은 문제를 창의적이거나 새롭게 해결하려는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Van de Ven(1992)은 혁신성을 조직 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조직문화적관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Hurley(1998)는 집합적 관점과 조직 문화적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 정도로 혁신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Matsuno(2002)는 

혁신성과 위험감수성향을 창업가에 매우 필요한 기질로 표현한바 있다. 또한 Kuratko와 Hodge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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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는 창업가 특성에 있어 혁신성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수(1997)는 벤처

기업과 이노비즈(inno-biz)기업 등 기업의 혁신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여타 기업들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기업에 있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서 혁신성과 위험

감수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창업가특성의 구성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혁신성은 그 개념과 정의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범용적 혁신성은 기업의 행동, 과정, 실천과 무관하게 사용되어 좀 더 광의적 의미라면, 

창업가특성의 혁신성은 기업의 행동과 실천을 중요시하는 적극적인 협의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측정방법 또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4) 자율성(Autonomy)

  자율성은 분명 조직의 규율이나 권한의 범위 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조직의 규모에 따라, 

권한의 집중도에 따라 개인이나 팀의 자율성에 한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기존 기업이 갖고 있는 관료적

이고 조직적인 전통은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Kanter, 1983). Burgelman(1983)은 조직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개인이나 강력한 리더의 자율성 훈련이 신규 사업 진입에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율성은 혁신을 장려하고 조직의 전통과 전략규범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때 새로운 벤처개념과 

기업가적 행동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으며(Lumpkin & Dess,1996) 

Bird(1988)와 Katz & Gartner(1988)는 자율성이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행동 성향으로서 창업 회사는 

새로운 벤처를 시작할 때 필요한 특별한 행동을 실천할 고의성을 연마해야 한다고 했다. 

  Kanter(1983) 역시 기존 기업이 갖고 있는 관료적이고 조직적인 전통은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했으며 조직적인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개인이나 강력한 리더의 자율성 훈련이 신규 

사업 진입에 요구된다.(Burgelman,1983) 

  자율성이란 개인이나 팀이 아이디어와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가적 감각이며 

조직의 관료주의를 탈피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기업가적 독립성으로서 독자적 행동의 자유가 

관건이며 아직 대다수 학자들의 연구에서 뚜렷하게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Bird 1988; Katz & 

Gartner 1988)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자율성이란 개인이나 팀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전이 

작용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의 발현에 필요한 자유를 의미한다.

5) 적극성(Proactiveness)

  슘페터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기업가적 과정에서 주도성(initiative)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Penrose(1959)는 기업 성장의 기회를 확장하는데 필수적인 비전과 상상력을 가진 기업가적인 관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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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Lieberman & Montgomery(1988)는 시장기회를 선점하는 최상의 전략으로서 

자산으로서 선제자(first-mover)의 이점을 역설하였는데 이 개념은 보다 현대적인 용어인 적극성으

로 발전되었다.(Lumpkin & Dess,1996)

  Webster 사전(1991)에서는 적극성(proactiveness)이라는 용어를 “미래의 문제와 욕구와 변화를 

예상하여 일어나는 행위”라고 하였고 Venkatraman(1989)은 적극성이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함

으로써 예상되는 미래의 욕구에 부응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Miller & Friesen(1978)은 적극성이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미래의 환경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함으로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미래수요의 예측

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가진 선도적인 진취적 특성으로서 첫번째가 되는 것, 미래의 문제와 

욕구와 변화를 기대하는 행위라고 하였다.(밀러,1983)

  즉, 적극성은 반응성의 상대적 개념으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의미하고  

변화의 인식과 자발적인 경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기업 환경의 변화 창출과 미래수요의 예상활동 

및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쟁자를 제압하는 자발적인 기업가적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i et. al, 2012)

6) 경쟁적 공격성(competitive aggressiveness)

  경쟁적 공격성(competitive aggressiveness)은 기업가 지향성에서 빠질 수 없는 요인으로서 

기업가적 성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Porter(1985)는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의 성향으로 

정의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자에게 직접적으로 비판적으로 심하게 도전하는 것으로 대응성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Lumpkin & Dess(2005)는 경쟁적 공격성을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집중적

으로 경쟁하는 기업의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경쟁적 공격성은 기업가 정신과 환경요인이 높은 위험하든 낮은 위험이든 깊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1993, Dean 등) 기업가 정신과 환경요인이 높은 위험하든 낮은 위험이든 깊은 상관성을 보여 주었다

(1993, Dean 등) 

  신규창업기업의 특성상 기존기업에 비해 높은 실패의 확률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진입하기 위한 

보다 공격적 태세를 가지는 성향으로서 기업가 지향성으로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는 있지만 기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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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무분별한 경쟁적 공격성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략적 제휴와 조인트벤처 등과 같은 기업 제휴 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기업가 지향성 중에서 가장 주의를 

요하는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제5절 네트워킹(Networking) 

  지금까지 경영학에서의 네트워크 이론에 대한 활용은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에 뿌리를 두고 기업 

간의 다양한 관계 양상들을 설명하여 왔는데,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은 사회인류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행위자들 간에 공유되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한 한 구성개념

으로서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었고, 경영학분야에 도입됨으로써 벤처기업이 

존재하는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사회적 네트워크이론은 모든 기업들이 보다 

광범위한 환경에 속해 있고 따라서 기업의 경제적 행동도 사회적 맥락 또는 관계들의 네트워크에 

배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는 벤처기업의 네트워크연구에 접근하고 벤처

기업의 행동 및 결과들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도구를 개발하고, 설명

하는데 유용한 구성개념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개인 및 기업들 간 관계네트워크들이 벤처기업의 설립, 발전 및 성장의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Aldrich & Zimmer, 

1986; Granoverter, 1992).

  최근 사회적 네트워크이론은 기업들 간 관계와 기업성과에 대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자기중심적(ego)이라 일컬어지는 초점기업, 타인들에 해당되는 파트너들의 집단,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유대관계들을 아우르는 기업의 자기중심적 네트워크(ego network)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 간 관계구조를 분석하고 기업의 행동 및 성과에 대한 네트워크수준의 협력, 의사소통 및 학습의 

영향을 시험하였다(Ahuja, 2000; Baumet al., 2000). 따라서, 네트워크접근법은 구조적 변수들을 

강조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행위자들 간 관계들의 지속되는 패턴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이론적 관점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한 관계들은 특정 개별 행위자의 한 고유한 특징이 아니고 기본적인 

분석단위가 행위자들의 집합과 그들을 연결하는 유대관계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된다.

  네트워크 접근법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원 및 조직능력들의 원천과 관련하여 자원기반관점의 암묵적 

가정을 변화시킨다. 네트워크 이론에 관련된 문헌들은 기업행동 및 성과에서의 차이들을 설명할 때 

네트워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원들의 원천이 특정 기업 밖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다. 네트워크 접근법은 주요 자원들이 기업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고 기업 내 

자원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파트너들과 함께 공유하거나 만들어내는 자원들을 통해 초과이윤을 창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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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이 자원 및 조직능력들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추가적으로 외부적 차원을 부가시켜준다. 따라서 네트워크 접근법은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 및 조직능력의 근원과 관련하여 자원기반관점의 암시된 가정을 확장시킴으로써 기업이 

자원 및 조직능력들을 찾아야 될 곳에 대한 한 대안을 만들어내었다(Lavie, 2006). 

  네트워크 접근법이 말하는 기업 경계를 초월한 자원동원 가능성은 벤처기업의 탁월한 성과 혹은 

글로벌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국내‧외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일반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에 비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사실상 미흡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네트워크 개념이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통용되고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사회학에서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사회적 관계로 얽혀있는 “개인과 조직간 연계”를 통칭하며,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라는 개념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기업단위의 “네트워크”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논문에서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주로 

연계(linkage), 협력(cooperation), 제휴(alliance) 등 유사한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 또한 미비하다.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개념은 연계(linkage)로 네트워크(network)

는 연계(linkage)를 통한 사회적 또는 비사회적인 관계를 모두 포함한 지속적인 연계의 집합(sets 

of sustainable organizational relationships)으로 정의된다(Nohria and Garcia-Pont, 1991). 

또한 네트워크상에서 두 기업 간 원활한 교류(better matching)를 위한 상호적응과정(adaptation 

process)을 ‘네트워킹(net-working)’으로 정의할 수 있다(Nohria and Garcia-Pont,1991).

  현재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장은 다양하면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며 복합적인 네트워크 

유형으로 얽혀 있다(Johanson and Mattsson, 1988). 네트워크 구축의 이점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1)기업차원, 2)기업간 관계차원(relational embeddedness), 3)네트워크 구조

차원(structure embeddedness)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차원에서 네트워크는 타깃(target) 시장에 존재하는 지역특유의 자원(local resource)과 

기업특유의 우위(firm specific assets)의 매칭을 촉진하는 브릿지(bridge) 역할(Sharma and 

Johanson, 1987; Holm, Eriksson and Johanson, 1996)을 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의 

한계자원을 보완한다.

  둘째, 네트워크는 벤처기업 수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보완적이고 가치 있는 핵심자원, 

정보 및 지식을 얻거나(Barney, 1991) 환경을 통제하는 수단(Goto, 1982; Uzzi, 1997; Powell, 

1998; 김용학 외, 2002)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의 위험을 분산시키며 시장의 기회를 증진

시키고 거래비용 및 조정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Gulati, R. and H. Singh,1998, 김용학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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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구조차원에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파트너 기업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체(behavior of 

actors)들의 행동 유사성(similarities in the attitude)을 갖도록 하여, 신뢰를 증진시키고 불확실성을 

감소한다(Grannovetter, 1992). 또한, 기업 간 공유한 자원(partner’s capabilities) 및 신뢰성

(reliabilities)을 바탕으로 특수한 정보(unique information)가 생성된다.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화가 진전된 최근의 경제 및 기술구조 하에서는 경쟁보다는 기업 간 네트워크 

혹은 협력이 중요하게 되었다(Sung and Carlsson, 2003). 네트워크는 혁신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시키며 네트워크에 의해 유발된 성과는 개별기업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다. 특히 차별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진 조직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 혁신

활동의 규모와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김진영, 2008). 이에 오늘날 대부분의 경쟁력 있는 기업은 

혁신활동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과 위험을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서 혁신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다른 

조직과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DeBresson and Amesse, 1991).

  齊藤(2008)는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연대선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를 맺는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특히 혁신네트워크는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필수적

이며 네트워크의 밀도에 따라 거래비용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Coase, 1960). 

  네트워크의 혁신으로 창출되는 혁신적 네트워크는 사회 자본의 창출과 보완적 자산의 상호의존, 

보완적 지식의 공급, 정보의 제공, 상호작용적 학습기회의 창출 등과 같은 많은 편익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편익은 특정 기업의 독립적 행위로는 유발되지 않는 편익이다. 그러므로 개별 기업은 시장의 

의존도, 기업 내 혁신환경, 기업의 상호작용 등을 비롯한 전반적 측면에서의 공통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 혹은 조직과 기업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이성근·이관률,2004).

  혁신적 네트워크는 경쟁에 비해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후생을 더 증대하게 한다(Kamien and 

Zang, 2000).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네트워크는 경쟁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할 뿐 아니라 

중복투자의 방지, 성과의 확산, 그리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 등의 효과를 이끈다. 

제6절 정치적 기술(PS: Political Skill) 

  일반적으로 ‘정치적’이란 용어가 권모술수나 타인을 이용하는 부정적으로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

되기도 하지만 사회 과학적 용어로 자리 잡은 ‘정치적 기술 (Political Skill)’이란 감성적 평가가 배제된 

개념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이해관계와 감정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러한 지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ing 등, 2011; Ferris 등, 20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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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n(2005)은 정치적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타인의 

반응을 어떻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음을 말한다.

  Ferris 등(2005)은 정치적 기술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했는데 그들은 정치적 기술을 ‘업무에서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 혹은 조직적 목표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Ahearn 등,2004) 측정에는 그들이 개발한 

18가지 정치적 기술척도(PSI: Political Skill Inventory)를 활용하였다. 그들의 결론은 정치적 스킬이 

뛰어난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개발, 유지하고 활용하는 데 뛰어나다고 했으며 이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줄 안다. 이들이 개발한 

PSI의 경우 기업가적 역량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측정을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다(Brouer 

등, 2007)

  또한 정치적 기술은 사회적 네트워크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uer 등,2007) Kenneth 등(2009)은 

정치적 기술은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개인 및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내는 능력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매우 정밀한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정치적 기술을 정교화한 Ferris 등(2005)은 요인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개념과 구별되는 정치적 기술의 구성 성분을 보여주었는데 네트워킹 

능력(networking ability), 외관적 성실성(apparent sincerity), 통찰적 예리성(social astuteness), 

대인관계적 영향력(interpersonal influence) 등 네 가지 구성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치적 기술은 자신과 조직에 이익이 되는 사람과의 친화력을 의미하고 외관적 성실성은 타인이 

보기에 높은 수준의 정직성, 진실성, 신의를 드러내 보이는 스킬을 뜻한다. 통찰적 예리성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대인

관계적 영향력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Ferris 등, 2005, 2007).

제7절 기업가 지향(EO)과 네트워킹

  기존 연구에서 창업가들은 기업가적 기회를 인지하기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Birley, 1085 ; Smeltzer et al., 1991 ;Hoang & young, 2000)

또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적 지향성과 네크워크 역량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Walter, Auer & Ritt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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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ckson & Weaver(1997)는 창업가의 경우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전략적 

제휴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파악 하였고 Steam & Elfing(2008)은 기업가적 지향성이 조직 외부와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경우, 네트워크 중심성이라는 내부 역량과 상호작용하여 조직성과 증대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또, Walter 등(2006)의 연구는 보다 구체화 하여 네트워크 역량이 낮은 상황과 

높은 상황에서 기업가 지향성의 효과를 비교한 바 있다.

  네트워킹의 중요한 구체적인 행위인 전략적 제휴 효과는 기업가적 성과 효과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지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바 있다.(Bae & Garugiulo, 2004)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이 네트워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분석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Nijkamp(2003)는 현대의 기업가들은 네트웍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였고 기업가

들은 기업가 정신의 국면에 따라 체계적인 네트워킹 활동을 한다( Greve 등, 2003)거나 기업가 정신은 

네트워킹 관리를 의미하며(Malecki, 1997). 개척정신이 강하고 기존 기술의 변혁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경우 더 많은 네트워킹 활동을 보여준다(Ramachandran, K., & S. Ramnarayan,1993)는 등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 기업가 정신이 네트워킹에 영향을 준다는 간접적인 정황은 충분하며 기업가 

지향성은 100개 이상의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기업가 정신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Covin 등, 2006; Rauch 등,2009). 

  네트워킹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대단히 많다. 네트워킹은 기업 내부의 내부 네트워킹

행동과 기업 외부의 네트워킹행동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모두 직무성과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하성욱 등,2012; Seibert et al., 2001). 한편 Watson(2006)의 

연구에서 네트워킹은 서장율보다 기업의 생존 자체와 의미 있는 연관성을 보였고 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 특성을 토대로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제시한 연구들 중에서, 박우성 등(2005)은 

57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네트워크 크기, 다양성, 강도, 신뢰성 등 네트워크 특성요소가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크기가 기업 경영성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신뢰 역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접촉빈도로 측정한 네트워크의 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中山(2001)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화와 경영성과의 관련성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기업의 혁신과 경영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검증하였는데, 이를 통해 

논자는 기업 간 네트워크의 활용을 진전시킴에 따라 혁신이 창출되며, 이것이 기업의 경영능력을 규정

한다고 하였다. 특히 실증연구결과 기업 간 네트워크가 기업의 업적에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上笹(2006)는 기업이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이를 통해 혁신이 창출

되어 기업의 성장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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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근, 이관률, 박상철(2004)의 실증연구결과 혁신네트워크는 혁신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조직관리 성과와 상품화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김문홍

(2009)은 해외시장의 현지 물류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수출기업의 마케팅 역량과 연구개발 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였다.

  네트워크 특성 중 네트워크 크기와 관련된 연구에서, Hansen(1995)은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의 

성장성과 관계 연구에서 네트워크 크기가 초기 조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였다. 

박상문(1997)은 국내 기술창업기업 관련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규모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과 이익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동희(2001)는 인터넷 기업 연구를 

통하여 네트워크 크기가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제시하였으며, 이현숙 ․ 이장우

(2004)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신생기술창업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과 기업성과를 실증 분석하여 

네트워크 규모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네트워크 강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에서, Aldrich(1979)는 기업 간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으며, Hansen(1995)은 기업 간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성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Zhao and Aram(1995)의 연구에서도 저성장기업은 낮은 강도를, 고성장기업은 

중간 또는 높은 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Watson(2007)은 네트워크 빈도가 기업의 생존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동섭 ․ 정문섭(2005) 역시 네트워크 강도와 성과 간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isenhardt and Schoonhoven(1996)은 기업가의 개인적 네트워크에서 당사자들의 신뢰와 몰입은 

관계를 심화시키고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성과와 정(+)의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신뢰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지만(정동섭 ․ 정문

섭, 2005), 대부분의 실증연구에서 네트워크 원천에 대한 신뢰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제시하였다(원종하 ․ 이도화, 2001; 이현숙 ․ 이장우, 2004; 이홍배, 2003). 양준환(2008) 역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 모두 네트워크 신뢰가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대용 등(2009)은 기술보증기금 지원 수혜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범위가 작을수록, 네트워크 원천과의 유대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네트워크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빈도는 네트워크 범위보다 

기업성과에 더 유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종열(2010)은 기술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네트워크의 크기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네트워크 빈도는 일부 네트워크 유형에서 

영향을 미친 반면, 네트워크 신뢰는 모든 네트워크 유형에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기술 집약적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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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던 Zhao and Aram[41]의 

연구, 네트워크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던 Watson[40]의 연구, 한 ․ 중 기업가들

의 네트워킹 활동이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던 정대용 ․ 양준환[7]의 연구 그리고 

기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 ․ 간접적으로 기업가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 정대용 

․ 김춘광[3]의 연구가 그것이다.

  한편 네트워킹이 기업가 지향성의 기업성과에 매개한다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기 연구 결과와 같이 네트워킹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업가 정신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실증된 사례가 많다. 특히 벤처기업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조직성과를 증대

시킬 수 있음은 매우 보편적인 사실이 되고 있으며 (Wiklund,1999 ; Wiklund & Shephered,2003, 

2005)

최근 Hoyod-Ruperto 등(2013)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적 행위나 역량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네트워킹을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 

제8절 정치적 기술과 네트워킹

  최근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기술은 관리자의 다양한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에서도 정치적 기술이 벤처기업가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정대용 ᆞ김춘광, 

2011) Kenneth 등(2009)은 정치적 기술이 성과 창출의 시발점(始發點)이 되는 기업가적 활동들을 

더욱 원활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정치적 기술이 네트워킹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 연구는 많이 찾아보기 어렵다

(Treadway 등,2010). 또한 정치적 스킬을 갖춘 사람들이 네트워킹 행동에 더 많이 관여할 것이

라는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Ferris 등, 2005).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치적 기술이 관리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정치적 스킬은 리더의 명성(Ammeter 등, 2002; Blass & Ferris, 2007)에 핵심적인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리더의 정치적 기술은 구성원들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지휘, 

조정, 그리고 촉진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효과성을 도모하도록 한다(Ahearn 등, 2004).

  정치적 기술은 사회적 네트워크 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적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대용, & 김춘광,2011)

  Li-Qun Wei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기술은 네트웍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네트워킹이 직무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네트워킹의 조절효과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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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에서 창업자 개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EO), 5대 성격특성(Big5),정치적 기술

(PS;Political Skill)과 중요하게 대두되는 네트워킹 및 이들의 기업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일괄하여 보았다. 개인 특성 중 5대 성격특성(Big5)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업성과와 

비례하는 일관된 연구 결과들로서 창업자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창업자 평가를 위한 별도의 실증연구를 통해 

적용가능성과 각 개인 특성별 가중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증 연구의 특성상 지역과 인종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원할 창업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중요성에 비해 현저히 낮게 배정된 

창업자 개인의 특성 평가를 반영함으로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창업 성공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창업사관학교와 같은 교육현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고 있지만 기업가 

정신과 같은 개인의 본원적 성향에 가까운 특질이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지원자가 많고 지원금액은 낮은 현재의 상황을 소수정예의 성공가능성 높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바꿔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창업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창업지원으로 실업을 해소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보다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외경쟁력의 차원에서 

성공 창업자가 많아지고 그 중에서 세계적 기업이 나와 결과적으로 취업이 증가하는 원래의 창업 

지원 취지에 충실하자는 생각이다.

  이에 지원할 창업자의 선정은 더욱 중요해 지고 선발효과를 높임으로서 창업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준비된 기초 자산’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핵심이 되는 창업자 개인의 특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 

제시된 내용으로만 당장 창업자 개인 특질의 평가기준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국내 실증 연구를 시작할

만한 참고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실증연구에 필요한 설문문항을 별첨합니다. 별첨의 측정 

항목(설문)은 이미 신뢰성과 타당도가 검증되어 사용된 바가 있는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창업가 특성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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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가 지향성(EO) 측정 척도

  Lumpkin & Dess(1996)의 주장을 수용하여 기업가 지향성의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경쟁적 

공격성, 자율성을 모두 아우르는 총 13개의 설문임. 측정 문항은Lumpkin(1996,2009)이 사용한 

측정항목으로 7점 척도.

∙ 경쟁자와 경쟁함에 있어 우리가 주도하고 경쟁사는 나중에 따라온다.

∙ 우리는 신상품이나 새로운 관리 운영 기법을 경쟁사보다 먼저 보여준다. 

∙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경쟁자보다 먼저 내놓는다.

∙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주도하고 혁신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 지난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상품(서비스)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 우리 제품(서비스)의 변화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어난다.

∙ 고수익/고위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 시장 환경 특성상 우리는 과감하고 폭넓은 행동이 필요하다. 

∙ 불확실한 의사결정상황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기 위해 통상 대담한 입장을 취한다.

∙ 우리는 ‘경쟁자를 무력화시키려는’ 매우 경쟁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 우리 회사는 매우 공격적이고 심하게 경쟁적이다.

∙ 우리 회사는 개인이나 팀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 우리는 개인이나 팀이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다 

최선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믿는다.

 

② BIG5 성격 검사 문항 (참조; 손희전 “청년층의 BIG5 성격 특성”) 

 외향성(Extraversion)

1)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임 2) 여러 사람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음

3) 모임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눔 

4)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대화 먼저 시작하는 편임

5)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리지 않음 6) 말을 많이 하는 편임

 정서불안정성(Neuroticism)

1) 걱정 많이 하는 편임 2) 화를 잘 내는 편임 3) 쉽게 짜증을 냄

4) 자주 우울해짐  5) 마음이 자주 심란해짐  6) 기분의 변화가 심한 편임

5 [부록] 창업자 특성별 측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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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화성(Agreeableness)

1)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음  2)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음

3)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줌    4)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임

5)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잘 할애하는 편임

6)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여김

 성실성(Conscientiousness)

1) 어질러지면 즉각 청소를 함   2)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 함

3) 일에 대해서는 가혹 하리 만큼 열심히 함  4)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임

5) 항상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됨  6)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함

 개방성(Openness)

1)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임  2) 상상력이 풍부함

3)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음  4)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음

5)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 함      6) 이해가 빠른 편임

③ 정치적 기술

  Ferris 등이 개발한 18개의 PSI(Political Skill Inventory) (7점 척도).

∙ 나는 업무를 위한 다른 이들과의 네트웍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 나는 다른 이들과의 네트워킹이 업무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 있다.

∙ 나는 업무에서 다른 이들과의 연계나 네트웍을 사용하는데 능숙하다

∙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네트웍을 개발했다.

∙ 나는 업무 중에 다른 이들과의 연락를 위해 많은 시간을 쓴다.

∙ 나는 업무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능숙하다.

∙ 사람들이 나의 언행이 성실하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려 노력한다. 

∙ 나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아는 것 같다.

∙ 나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지에 대한 좋은 직관을 갖고 있다. 

∙ 나는 다른 이들의 숨겨진 관심이나 동기를 특히 잘 파악한다.

∙ 나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나는 사람들을 아주 잘 이해한다.

∙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쉽다. 

∙ 나는 내 주변의 대다수 사람들이 나를 편하게 느끼게 할 수 있다. 

∙ 나는 다른 사람들과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하는데 능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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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14년 여성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4개 주요 영역의 하나로 경력단절 예방

을 설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청년여성의 실업률 증가, 30대 초 ･ 중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지속, 

고령여성 일자리의 불안정과 열악함 등이 고려되었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014). 또한 비단  

‘ 경력 살림: 단절 예방’ 부분만이 아니라 일자리 살림, 마을 살림, 일터 살림에도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서울시 2014년 여성일자리 종합 추진계획

  비전 : 마을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는 ‘여성살림’ 일자리

  목표 : 틈새까지 메우는 일자리, 튼튼하고 좋은 일자리

주요영역 및 중점추진과제

⑴ 경력 살림: 단절 예방

  -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 ･ 운영

  - 여성친화 1촌 기업과 MOU 체결로 일자리 협력망 구축

  - 시간제 보육 활성화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확대

  - 서울시 청년여성 멘토링: 신나는 자매

  - 청년여성 ‘좋은 일자리 발굴단’

  - 결혼이민여성 맞춤 일자리

⑵ 일자리 살림: 이어주기

  - 사회서비스 일자리 강화

  - 여성의 경력별 ･ 직종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 서언

2 서울시 2014년 여성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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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인턴십으로 ‘다시 일하는 여성’ 양성

  - 여성일자리 테마 박람회

  - 직업훈련 강사뱅크

⑶ 마을 살림 : 취미를 일로

  - 여성 협동조합 활성화

  - 여성 공예 ･ 창업 허브센터 설치

  -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판로 지원

  - 전문창업 교육과정 운영

⑷ 일터 살림: 구석구석 행복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 여성노동옴부즈만 확대

  -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 공공 ･ 민간 핵심리더 아카데미 운영

  - ‘착한 소비자 ･ 착한 사업주’ 캠페인 전개
     자료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2014), ｢ 2014 여성일자리 종합 추진계획 ｣ .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주로 서울시의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기관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2014년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여성대체인

력지원센터, 그리고  ‘ 원스톱 직장맘 노동복지서비스 허브 ’ 를 표방하며 2012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일 ･ 가족 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특히 기업의 일 ･ 가족 

양립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둔 서울시일가족양립지원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위의 

내용 가운데는 이전에 해오던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사업이약간 변경된 경우도 있고 

신규로 새로 개발된 사업도 있다. 

  이하에서는 신규 사업중심으로 2014년 추진 내용 및 2015년 추진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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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여성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재직여성이 맘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시에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처음 시작되었다. 총괄 센터 1개소

(여성능력개발원)와 권역별 센터 5개소(여성발전센터)가 운영 중이다. 권역별 센터에서는 대체인력 

구인처 및 구직자 DB를 구축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대체인력을 연계하고 있다. 권역별 센터 5개 

중 동부센터와 북부센터는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출산 ･ 육아기와 관계가 높은 연령대의 

여성들이 많은 직종을 특화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보육교사를 특화직종으로 선정하

고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직무감각 회복을 위한 전문교육훈련을 운영하

였다(동부센터). 2015년에는 보육교사에 더하여 사회복지사를 특화직종으로 선정하였으며 서울시사

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기관의 대체인력 채용 수요조사 등을 함께 진행하였고, 

직무감각 회복 전문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북부센터). 올해에는 여성대체인력지원제도 홍보 

및 기업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재개 성공 스토리북 발간을 신규 추진하고 있다(총괄

센터).

  2014년 센터 운영 결과, 여성대체인력 구인처 DB를 326개, 구직자 DB를 1,134명구축하였으며, 

직무감각회복 전문교육 훈련을 223명이, 기초직무교육을 514명이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서울특별

시여성가족정책실, 2015). 사업 초기라 실질적인 대체인력 연계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대체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출산 ･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에 신규로 대체인력

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들이 업무를 나누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어서 실제 대체인력의 수

요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서울시 청년여성 멘토링: 신나는 자매

  서울시는 청년여성들이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계속적인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생활을 경험한 인생 멘토의 격려와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고민 해소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링 사업 ‘신나는 자매 ’를 

운영하였다. 멘토는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멘티는 취업준비자와 직장체험인턴십 참여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은 온 ･ 오프라인 소모임 활동, 멘토 토크콘서트 및 찾아가는 특강등의 내용

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에는 멘토와 멘티가 216명 선정되었고, 오프라인(46회)과 온라인(137회)을 

통한 소모임이 183회 운영되었으며, 멘토 토크 콘서트가한 차례 열려 252명이 참여하였다. 찾아가는 

멘토 특강은 18회 이루어졌으며 총 973명이 참여하였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015).

  이 사업은 2015년에 청년원더(wonder) 프로젝트(청년여성이 원하는 일로 더 나은삶 만들기) 사업

3 서울시의 2014년 및 2015년 신규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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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정비되어 추진 중이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여성들이 적성파악 및 진로 설계를 위한 상담이나 

컨설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여 보다 체계적인 취업준비 프로그램 제공

과 선배여성과의 멘토링 및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특성화고 여학생 및 여대생,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여성이 주요 참여자이며, 20회의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다. ‘신나는 자매’는 온라

인 커뮤니티로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선배여성의 일 경험을 공유하는 찾아가는 멘토 특강도 지속되고 

있다.

(3) 청년여성‘좋은 일자리 발굴단’

  이 사업은 구직활동 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채용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숨어 있는 좋은일자리를 발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청년여성으로 구성된 취재단이 청년여성의 눈높이에서 기업을 

취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대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참여하여 글쓰기와 사진촬영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4인이 1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2014년에는 총 100명의 청년여성이 참여

하여 총 100개의 좋은 일자리 기업 정보를 작성, 온라인 등을 통해 게재하였다. 또한 우수기업 20곳을 

별도로 선정하여 책자를 발간하였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015).

  이 사업은 올해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여성(북한이탈여성, 결혼이주여성, 장애여성 등)을 새로운 

사업참여자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 발굴단 2기:언니가 간다’이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지원 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대기업의 채용 정책 외에 기업 정보 및 재취업 전략을 

얻기 어려운 실정이 고려되었다.경력단절여성 등으로 발굴단을 구성, 글쓰기와 사진촬영 커뮤니케이

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눈높이에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4) 여성의 경력별･직종별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꾸준히 진행해왔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되, 신

규 내용으로는 1개 기관이 1개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심화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해당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을 발굴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14년

에는 총 22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교육인원은 465명, 수료인원은 41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

데 취업인원은 273명으로, 취업률은 65.3%이다. 이는 일반 직업교육훈련 수료자의 취업률(61.0%)보

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015).

(5) 여성 협동조합 활성화

  서울시는 여성일자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시의 협동조합 759개 중 여성 협동조합은 311개로 전체의 약 41%로 추정된 바 있다(김재민 외, 

2013). 여성 협동조합 활성화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을 거점으로 네트워킹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여성활

동가 중심의 멘토제를 운영하며 여성협동조합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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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촉진자(퍼실리테이터)가 활동 중이다. 또한 서울형 여성협동조합 모델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에는 여성협동조합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설립 준비단 설명회를 개최하였

으며, 총 50개의 여성협동조합 설립 준비단을 지원하였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015).

  2015년에는 협동조합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여성협동조합 비전설계 워크숍이 계

획되어 있으며, 여성협동조합 준비단은 40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예분야 판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예분야 협동조합 설립 준비단을 10개 육성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여성리더 육성 교육과정은 협동조합의 일반적 이해, 국내외 사례 이해, 서울시 및 정부 지원

정책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 경영마인드 이해, 네트워크 관리, 인문학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총 4회 진행 예정이다. 여성협동조합 비전설계 워크숍은 기존의 설립 준비단이 조합의 비전과 구체적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 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6) 여성 공예･창업 허브센터 설치

  서울시에는 3개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 75개의 창업보육실이 운영 중이나 경쟁률이 15대 1에 달할 

정도로 창업 지원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4월 문을 연 도곡역의 여성창업플라자도 입주경쟁률이 6대 1 정도였고, 동년 12월말 기준

으로 누적 방문객이 2만 4천여명, 판매액이 4억 3천만원 정도로 집계되었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

실, 2014).

  서울시는 서울시가 보유한 대규모 유휴공간을 제2의 여성창업플라자로 조성하고 특히 공예 창업을 

위한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지는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개층, 지상4

개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설립될 예정으로, 2016년 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점포형 창업공

간, 공예체험장, 교육장, 전시 ･ 판매장, 공예마켓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공간들로 구성되어 공예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체험하고향유할 수 있는 문화 자원으로 자리매김될 예정이며, 마을 커뮤니티

센터 등을 함께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열려 있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할 계획

이다.

(7)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판로 지원

  서울시는 여성기업이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규모 여성기업에게 오픈마켓 및 온 ･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권역별 창업

보육센터 입주업체 및 2013년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입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시 컨설팅을 지원

하는 데 정부 주요 정책자금을 활용하였다. 또한 창업기업 판로지원 설명회를 통해 판로 개척에 대한 

여성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 외에 제품사진촬영이나 지식재산권 등 여성창업기업이 실

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마케팅 및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014년 사업 운영 결과 총131건의 판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2015).

  2015년 사업은 우수 공예품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공간, 

판로지원 등에 관한 성장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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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공예창업대전 수상자7명을 선정하여 성장전략 사업 아이템 7개를 발굴

하고 전문 여성기업 7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수상한 그녀들의 성장 777 프로젝트’가 있다. 또한 여성 

공예창업의 디자인 강화를 위해 서울디자인컨설턴트를 연계하여 디자인 등록이나 실용신안 출원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개최를 통해 우수작품을 시상, 전시

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예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11월 초). 수상자에 대해서는 여성창

업보육센터 우선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작품집을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공예창업대전과 

연계하여 청계천이나 광화문광장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체험 프로그램

을 연계할 예정이며, 여성 공예창업인의 교류 확대를 위한 여성 공예 커뮤니티 구성을 지원한다. 중소

기업청이나 서울산업진흥원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도 지속 추진

된다. 이 외에도 홍보물 제작이나 마케팅 컨설팅 지원, 역량진단, 온 ･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8)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는 일 ･ 가족 양립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관련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 일 ･ 가족 양립 사회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4년 일 ･ 가족양립지원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센터 운영 주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다. 주요 과제는 서울시 일･가족 

양립 정책의 Think tank로 역할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연구 수행, 일 ･ 가족 양립의 네트워크 허브로

서 기관 간 ･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마련, 성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인식 개선 사업,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기업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지원등이다.

  2014년에는 센터 운영 첫 해로써 센터 운영 기획 및 설계, 일 ･ 가족 양립 현황 진단을 위한 기초연

구 수행, 기업 간 ･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 기업DB 구축 및 사후관리, 기업심화컨

설팅, 일 ･ 가족 양립 인식 개선을 위한 888 캠페인실시 및 일 ･ 가족 양립 일터 만들기 안내서 제작 

등이 추진되었다. 특히 남성근로자의 돌봄참여를 위해 3040워킹대디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자녀돌봄 이외에 다양한 가족돌봄을 포괄하는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하여 사례조사 및 현황분석이 진행

되고 있다. 

(9) 여성노동옴부즈만 확대

  서울시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밀착 종합상담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 

해소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자 2012년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센터의 상근 

전담노무사가 1명이었으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상근 전담노무사를 2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 내 고충, 가족관계 고충, 개인적 고충 등 직장맘 3고충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원스톱 연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사업에 대한 문의 및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단은 노무사 10명, 변호사 10명, 심리

정서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단은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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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 노동법률상담, 무료 심리상담, 그리고 분쟁해결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원단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소책

자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운영

  서울시는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아돌보미 등의 돌봄종사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야쿠르트 판매원 등 1인 근로 형태로 이동하며 일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자 주요 지역별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쉼터(이어쉼)를 마련하였다. 2014년 9월 중구, 광진구, 서대문

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등 8개 자치구에 쉼터가 문을 열었으며 향후 다른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쉼은 특정한 사업장이 없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식사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갖지 못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쉼터를 

알려내고 보다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11)‘착한 소비자 ･ 착한 사업주’캠페인 전개

  서울시는 일하는 여성의 감정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감정노동자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자 2014년 5월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콜센터상담원, 백화점 및 대형마트 판매원, 금융권 출납직

원 및 AS 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감정노동자에 대한 반말이나 

욕설, 무시 등 고객에 의한 인권 침해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업주가 직원보다는 무조건 고객의 

입장에서 서서 직원에게 사과를 강요해 사업주에 의한 인권 침해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감정노동자 인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 소비자단체, 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착한 사업주 ･ 착한 소비자’ 캠페인을 추진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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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성일자리 추진계획의 주요 영역으로 경력단절 예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2013년까지는 여성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주요 방향 하에 직업교육을 통한 재취업 지원이 주된 내용이

었다면, 2014년부터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인적자원 개발의 중심성이 다소 옅어지면서 다양한범위를 

포괄하고 재직여성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의 변화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일정한 시간과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경력단절 예방이 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가시화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변화가 

경력단절 예방의 실질적 효과로 단시간 내에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경력단절 예방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이 함께 나서지 않는 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시 여성일자리 정책은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교육 지원 중심으로 인식되

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이른바 사업의 성과로 측정되고 관리되는 부분도 이러한 직업교육 운영이 

대부분이다. 그 외 정책수단을 갖는 데 제약이 많으며, 그 외 정책의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정책에 포

함하고 주요 방향을 조금씩이라도 전환해가려는 시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정책 모두 유의미하게 평

가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여러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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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통신기기, 선박 등 주요품목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제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

을 견인했다. 한국은 수출확대에 힘입어 2009년 이후 4년 연속 25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2년 들어 수출과 제조업생산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되었다. 

  최근 산업은 세계경제의 저성장으로 주요산업의 성장이 둔화, 정체되고 있다. 원화강세로 수출경쟁

력이 약화된 한국은 엔화약세로 경쟁력을 회복한 일본과 대규모 투자와 기술 습득을 발판으로 부상하

는 중국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 형태다. 하드웨어의 차별화가 한계에 도달하고 차세대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적인 성장

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동력이지만, 제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혁신

이 필요하다.

1.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필요성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시장에서 거뒀던 성공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도전이 필요하며, 더 이상 하드웨어만으로는 가치 차별화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소프트웨어의 발전으

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

  현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소프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 간 

융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같은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산업과 IT, 서비스, 문화 등의 산업 간 융합을 추진해 제품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창출을 

모색해야 하겠다.

2. 소프트웨어 산업의 강점

  소프트웨어 산업은 하드웨어 산업에 비해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쟁사가 쉽게 파악하

고 추격이 가능한 하드웨어산업과 달리 사용자의 감성을 충족해줄 수 있는 노하우가 반영되어 모방하

기 어렵다. 둘째, 다양한 시스템에서 받은 많은 정보를 이용해 최적화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1 제조업의 한계

2 소프트웨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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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하드웨어에 비해 교체가 용이하고, 제품의 기능을 경제적으로 구현하고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넷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스스로 학습하면서 발전해가는 소프트웨어가 가능하다.

1. 창업의 필요성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을 위한 도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한국은 창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하여 

세계은행과 IMD 등이 발표한 기업환경 평가에서 창업활동과 관련된 국가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것으

로 조사되고 있다. 

  창업은 고용확대의 견인차이므로 창업활동이 활발해야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창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창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 첫째, 창업 실패의 경험

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둘째, 창업단

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금지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셋째, 기술개발 등 핵심사

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영역량 확충과 인력확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 기존 창업의 문제점

  국내의 전반적인 창업활동은 서비스업종이 높고, 제조업종이 위축되고 있다. 창업은 도소매업, 숙

박, 음식점업 등 생계형 창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계형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

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규모가 영세한 노동집약 업종의 창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3. 소프트웨어 산업 창업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창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포트웨어 산업에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창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3 소프트웨어 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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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창업 초기에 아이템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창업 초기의 실패 

위험성,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고급 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주요 5개 대학의 2011년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재학생 수는 2009년에 비해 24.7% 감소하였다.

  둘째, 창업 인력이 창업 실무에 대한 지식, 비스니스 마인드 등의 기초 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제품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창업단계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술 수준과 성장성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이 취약하여 투자를 받기 어려고, 재정난에 처하기 쉽다. 아직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하여 단순히 IT 서비스나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넷째,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미비하고,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창업단계에서 각종 절차와 규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진입장볍이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창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소프트웨어 창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래머를 뛰어넘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의 육성을 위해 정책당국 

차원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고

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과 국가가 공인해주는 정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제조기업에서 이러한 개발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소프트웨어 산업 창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창업가의 벤처정신이 쇠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전 직장 경험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직업교육, 학교교육에 대한 

응답은 낮게 나타난다. 이는 창업교육시스템이 창업 마인드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되,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전문적이며 실전 위주의 맞춤형 창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소프트웨어 산업 창업자들이 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가장 많은 애로요

인으로 꼽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창업 후 6개월∼3년 기간에 창업자금 

조달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향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특히 창업 

4 소프트웨어 산업 창업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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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창업의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가율 성과에 있어 기술에 바탕을 둔 제조업보다 지식에 기반

을 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통해 지원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연도별로

는 2006년 이전 창업기업에 비해 2006∼2009년, 2010년 이후 창업기업일수록 정부 창업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활용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창업지원제도의 효과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창업기업들의 인지도를 높이면 지원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활용에 따른 효과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창업지원제도

를 알지 못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활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의 복

잡’(21.3%), ‘정부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같아’(12.9%), ‘수혜대상이 아니기 때문’(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를 제대로 홍보하고, 활용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면 창업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창업 후 벤처와 중소

기업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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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서 모바일 앱개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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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유관기관의 창업지원사업 목록 _ 702

국내의 유사 플랫폼 _ 703

플랫폼 구성 방안 _ 705

기대효과 _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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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서울시 유관기관에서 진행한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창업 기업에 대한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업 예정자,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다양한 정보를 얻도록 구성함

 필요성

  ○ 현재 서울시 및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이 있으나 해당 사업에 참가한 

스타트업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없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스타트업의 창업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울시 창업 지원 사업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타트

업 간 커뮤니티 및 다양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상기와 같은 플랫폼이 구축되면, 유사 사업체간 협업 유도, 선배 기업을 통한 멘토 진행, 유사 

사업 진행 시 사업성에 대한 문의 등을 진행 할 수 있어서 서울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서울시 및 유관기관의 창업지원사업 목록

  ○ 대학가 주변 창업거점센터

  ○ 동북권 창업지원센터

  ○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 북부여성창업플라자

  ○ 서울 글로벌 창업센터

  ○ 서울국방벤처센터

  ○ 서울시 시제품제작소

  ○ 서울시창업지원센터

  ○ 서울신기술창업센터

  ○ 서울앱비즈니스센터

  ○ 서울여성공예창업축제

  ○ 서울창업허브

  ○ 성수IT종합센터

  ○ 아스피린센터

  ○ 지하철 역사 창업거점센터

  ○ 챌린지 1000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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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유사 플랫폼

○ 스타트업 커뮤니티 사이트

데모데이(demoday.co.kr) 로켓펀치(rocketpunch.com)

□ 사이트 기능

→ 전국 스타트업 소개

→ 스타트업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안내

→ 투자자 연결, 스타트업 간 커뮤니티 등

→ 매년 스타트업 100개 기업 선정

□ 사이트 기능

→ 전국 스타트업 소개(스타트업 지도)

→ 스타트업의 인물 중심으로 소개하는 피플, 컬렉션 메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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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커뮤니티 플레이스

디캠프(www.dcamp.kr) 마루180(maru180.com)

→ 오프라인 장소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진행함

→ 다양한 스타트업 행사, 교류, 교육,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 교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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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구성 방안

구분 내용

소개

→ 스타트업 소개 :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의 소개

[회사소개(연혁), 사업내용, 설립일, 직원수, 홈페이지, e메일, 전화번호, 지도, 참가한 서울시 창업 사업명 등]

[참고 사례(출처 TIPS 웹사이트)]

멘토링

→ 선배기업을 통한 멘토링 : 기 지원 받은 선배 기업을 통해 새로운 예비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며, 예비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이 멘토링을 신청하면, 본 서비스 담당자가 선배 

기업과 매칭을 진행하여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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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협업/제휴

→ 선배 및 현재 기업 간 협업/제휴 메뉴를 구성하여 기업 간 협업이 활성화 되도록 함

[참고 사례(출처 로켓펀치)]

지원사업

안내

→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메뉴를 구성함

[참고 사례(출처 K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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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창업 예정자,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배기업

과 협업/제휴/멘토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유사 사업 또는 연계 사업을 진행하려는 창업 예정자, 초기 스타트업에게 사업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

  ○ 서울시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통해 스타트업의 많은 참가를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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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엔젤투자나 외부투자를 조기에 촉진 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

터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인프라 

조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엔젤 펀드에 대한 매칭, 세컨더리펀드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가 없어 쉽게 투자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일회성 IR이나 지인을 통한 미팅, 혹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 각 스타트업 대표의 

노력에 따라 여부가 평가되는 아쉬움이 있다.    

○ 국내 창조경제 확산 이후 각 지자체, 시도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스타트업으로의 지속 가능 욕구를 지닌 스타트업 수는 갈수록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 지원

자금 활용을 위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스타트업 교육기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투자, 스타트업 엔젤투자 등 각 분야별 단기

지원기관은 있으나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은 없는 상황, 현재 지속 성장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는 정부산하, 민간 엑셀러레이터에서 운영하는 K-startup, 창조경제혁신센

터, 스파크랩, D.camp 등이 있지만 실제 스타트업 자금 지원의 지속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부분으로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어 스타트업은 다시 여러 정보를 찾고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명단을 공유하며, 스타트업 지원 중복 확인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나, 타 기관은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 기존 지원 수혜자임에도 불구 중복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문제점이 나타남. 

○ 해외에는 스타트업 활동 및 엔젤투자, 투자자들의 활동 현황을 일정부분 공개함으로써 실제 투자를 

위해 활동하는 엔젤투자자 및 투자자 확인이 가능한 것은 물론 실제 투자 건수를 확인 할 수 있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스타트업, 투자자, 엔젤투자자 등의 정부지원 및 수상경력 

등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레퍼런스를 위한 스타트업 활동을 방지하고, 중복 지원 역시 지양하고자 

한다. 또한 투자자, 엔젤투자자의 투자건수를 공개하여 투자자의 지나친 간섭 혹은 엔젤 및 엑셀러

레이터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스타트업 및 엔젤투자자, 투자자가 서로 찾아

다니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본질의 활동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1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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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투자 현황 및 환경 분석

○ 공공기관 주도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받는 스타트업의 증가보다 

중복지원의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엔젤투자자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나 실제 투자 건수 

없는 투자자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스타트업 활동 사항 및 각 기관의 투자활동을 공개함

으로써 스타트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함. 

○ 국내 스타트업 지원 활동 주요 기관

• K-startup (정부)

  - 창업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해외진출, 행사 네트워크

를 지원하는 플랫폼

  - 중소기업청 창업 포털 사이트, 창업넷에서 2016년 K-startup으로 명칭 변경.  

  - 정부지원금에 관한 공지를 올리고 있으나 지원금혜택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공지는 없음. 

  - R&D 게시판 역시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며, 관련 자료가 오픈되어 있지 않음. 

  - 스타트업을 단계별 성장 가능한 정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구성, 즉 종합 정보 플랫폼 형식 1)

   출처 : K-startup

<그림 1> K-startup 성장 단계별 과정

• 창조경제혁신센터(정부+민간)

  - 벤처창업의 허브역할로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준비, 가능성 검진, 투자유치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산업을 선택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강화하는 센터간 연계

프로그램 시행, 중소기업-대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혁

신 기관의 거점의 역할로 지역별 민간 기업의 운영으로 정부로 부터의 산업육성 정책 연계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역별 창조경제 협의회 운영을 통한 지역 혁신기관 연계·협력을 활성

화하고 있다.

1) K-startup(www.k-startupp.go.kr)

2 주요 내용



714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 2014년 3월 28일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후 운영방안을 수립 후 17개 광역시.도별 주요 대기업

과 1:1 전담지원체계 구축 후 2015년 7월 총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이 완료 했다.2015년 

기능확충 계획 후 2016년 고용존을 개소

  - 지역별 성공 스타트업의 성공 스토리를 볼 수 있으나 회사소개 중심의 활동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소개 

  - 자금조달 방법으로 크라우드펀딩 세션을 제공하고 있으나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연게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 권역별 엑셀러레이터(3개) 해당 혁신센터별로 평균 8개사 이상 

기업을 발굴, 보육 및 투자유치 지원하며, 권역별 창업인프라, 엑셀러레이터 한 활동여부 등 

지역의 벤처생태계 현황을 종합 고려하여 보육비 차등배분을 하고 있으며, 고득점 엑셀러레이터 

순으로 희망권역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호남·영남권 지역과 매칭되는 

엑셀러레이터의 보육·멘토링 비용은 수도권, 충청권보다 높은 금액을 배분하여 지원한다. 

  - 현재 인큐베이팅 중인 스타트업이나 참가 스타트업 혹은 엑셀러레이터 기관 등은 공지되어 있지 

않고 지원 단계 및 지원 방법과 원스톱 지원 플랫폼이라고 외형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2)

출처 :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림 2> 창조경제혁신세터 인큐베이팅 과정

2) 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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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러레이터기관 (민간) 

  - 2010년 프라이머 권도균(이니시스) 대표를 비롯, 벤처스퀘어, 스파크랩, 닷네임코리아 파운더스

캠프, 네오위즈네오플라이,kstartup, Fashion Technology Accelerator, SK플래닛 101 스타

트업 코리아, 삼성SDS sGen 글로벌 2014년 기준 총 9개 기관이 활동 하고 있음. 

  - 민간기업으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스타트업 성장지원 및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고 있음

  - 프라이머는 가장 초기 설립된 엑셀러레이터 기관으로 초기 교육부터, 팀구성을 비롯 성장을 지원

하고 있으며, 스파크랩은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어느 정도 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팀 위주

로 선발 지원한다. 또한 벤처스퀘어는 스타트업전문미디어라는 특성을 지니고 스타트업 홍보에 

집중지원 중 그 외 민간 기업 산하 엑셀러레이터 기관으로 운영 중이며, 각 기업의 특성에 부합하

는 분야를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사이트를 운영중인 기관에서는 지원 및 인큐베이팅 중인 스타트업을 해당 사이트에 공개 

해 놓고 있음. 

출처 : 스파크랩

<그림 3> 스파크랩 시작 후 현재까지 포트폴리오

○ 국내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투자 지원’ 및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지닌 스타트업 중심으로 지원 

되고 있으나, 스타트업에 이러한 정보공유가 미비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국내 엑셀러레이터 

지원 방식은 일시적 지원의 한계점으로 인해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스타트업은 다음단계 투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스트타업의 투자동행을 살펴보면 미공개 투자 사례를 제외하고 2015년 대내적으로 공표된 

스타트업 투자소식은 233건이 성립되었지만 외형적인 성장만 있으며, 전체적으로 성장성 및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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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엑셀러레이터 설립년도 및 특징

주요기업 주요성과 특징 

프라이머
(’10~)

* 연중 수시 운영, 24개사 지원 
* 퀵캣(판매), 에드튜페이퍼(광고)

권도균(이닌ㄴ시스), 
이택경(다음) 창업자 출신 

벤처스퀘어
(’12~)

* 3기수 운영, 28개사 지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기 운영

스파트랩 
(’12~)

* 3기수 운영, 13개사 지원·노리(교육), 
미미박스(배달) 등 

* 버나드문(미비드퀵),이한주(호스트웨이)등 
실리콘벨리 + 국내 창업가 중심 

닷네임코리아 파운더스캠프
(’12~)

* 2기수 운영, 24개사 지원 * 강희승(닷네임코리아) 창업자 출신 

kstartup
(앱센터운영본부, ’13~)

* 2기수 운용, 20개사 지원 
* 센텐스랩, 젤리코스터 등 

* 구글 (자금. 멘토링)
* SK플래닛(자금)
* D.Camp(입주공간)협력 

네오위즈네오플라이
(’13~)

* 3기수 운영, 22개사 지원, 
* 마이리얼트립(여행), 이엠컴퍼니 등 

* 게임회사 네오위즈와 연계
* 게임분야 특화 

 Fashion Technology
Accelerator 서울 (’13~)

* 1기수 운영, 8개사 지원
* 쉐이커미디어, 루이슈즈 등 

* 미국 FT합작지사 설립, 
패션분야 특화 

SK플래닛 101 스타트업 
코리아(’10~)

* 1기수 운영, 6개사 지원
* 오픈, 아우름 플래닛 등 

* 사회공헌 차원, 
지분 투자 없음 

삼성 SDS sGen글로벌 (’11~)
* 2기수 운영, 6개사 지원 
* 퀼슨,브이터치 등 

* 사내 부서형태 운영, 지분투자 없음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중기청 자료, 2014

○ 현재까지 정부 지원기관 및 엑셀러레이터 기관을 보면 스타트업을 교육, 지원, 사업화의 원스톱 

플랫폼이라고 칭하지만 사이트 내에는 한정적인 회사 소개정도로 제한적으로 노출 되거나 노출이 

되지 않는 정도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 엑셀러리에터 플랫폼에 비해 멘토링 

및 지원 분야가 극히 제한적인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 엔젤투자기관 및 현황 (민간) 

  - 2000년 IT붐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엔젤투자가 활발하였으나, IT붐 붕괴이후 투자열기 냉각, 벤처

투자의 신뢰성 저하로 투자자이탈, 중간회수시장 부재등으로 급격히 위축 

  - 2011년 엔젤투자의 활성화 없이는 창업 활성화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엔젤투자를 확대하고 독려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 최근 정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벤처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 엔젤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되며, 최근 개인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11월 벤처캐피탈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KVIC)가 운용하는 엔젤투자 매칭펀

드가 초기 100억원 규모로 출범하였으며, 2012년 추가출자분 770억 원이 출자되어 총 87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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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500억 원씩 총 2,5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추가로 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매칭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매칭펀드 엔젤투자 진흥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이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엔젤인 투자자를 선의의 엔젤투자자로부터 분리가 필요. 

나.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보공개 활성화 현황

① 미 국

○ startup America를 중심으로 정부주의 기업육성 정책 지속과 민간 부분의 융합 

  - 미국은 육성정책부터가 공공부문의 정책 선도와 민간부문의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 

○ 엑셀러레이터 기관 또한 우리나라처럼 전문 분야가 한정 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전문가가 투입되어 스타트업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있음 3)

 출처 : startuppbootcamp.org

<그림 4> 스타트업부트캠

○ 미국 엑셀러레이터 기관중 하나인 500Startups (http://500.co/accelerator/)은 실제  활동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투자 실적 및 진행사항이 공개되어 있으며, 추 후 투자 연계가 가능하도록 

Series A투자를 비롯 단계별 접근 가능한 투자 분야를 오픈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3) 스타트업 부트캠 (startuppbootcam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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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500.co/accelerator/

<그림 5> 미국엑셀러레이터 기관 500Startups

② 중 국

○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국 응답자 비율이 ‘13년 대비 4.9% 상승, 창업에 대한 사회인식과 창업 

활동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 라커창 총리가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조성, 3월 “ 대중 창업 지도 의견‘을 발표.

○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샤오미 등 중국의 ICT기업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 

엔젤투자자들이 활발히 활동 중임. 대기업으로 급성장환 ICT기업들이 민간주도형을 이루고 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인터넷 분야에 엔젤투자의 70% 이상 집중, 건수 기준 인터넷 분야 43%, ICT 분야 33%를 차지

○ 스타트업 클러스터 ‘레노버, 바이두, 샤오미’가 탄생한 베이징 북서 ‘중관춘’포함 16개 단지가 ‘중관

춘국가자주창신 시범구(’11~20년)로 승인

○ 온라인 사이트 China Startups (http://angel.co/chain) 에는 실제 활동중인 엔젤 리스트를 공

개하는 한 편 글로벌진출로 스타트업을 지원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또한 각 스타트업이 

지원받은 금액 및 투자진행 단계가 공개되어있어 활동 사항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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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angel.co/chain

<그림 6> 중국 스타트업 엔젤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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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서울시 지원 스타트업부터 스타트업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서울 산업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이루이 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기관과 연계가 부족한 현실임은 분명하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원 

및 인큐베이팅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 진흥원을 통해 현재 활동중인 스타트업 정보를 

공유하여 스타트업의 중복지원 방지 및 스타트업 문화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이후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스타트업 정보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활동 공개를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및 자금 마련이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는 문화 형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둘째는 전문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들의 투명한 활동과 스타트업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스타트업 시작에 있어 가장 힘든 점은 자금 조달이다. 지속 성장을 원하는 스타

트업은 정부지원 혹은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의 초기 도움이 발판이 됨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스타트업 대표들은 초기 지원을 받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지만 흔히 나와 있는 정보가 

없다. 지인 혹은 경험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어떤 곳을 가야하는 지 기준 조차 명확하지 않다. 

○ 셋째는 기업가 정신 마인드 교육부터 단계별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활동 시작에 

있어 기업가정신 마인드가 중요함에도 불구 교육을 바탕으로 단계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 활동이 공개되면 교육 아이템검증, 팀 구성, 제품 마케팅 등 다양한 단계를 통해 

이후 투자가 이루어 져야함에도 불구 제각각 단계를 설정하거나 스타트업 시작 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임에도 불구 참여도가 낮거나 당장 필요한 일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 일 수 있고 성장에 집중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3 결과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정보공개 플랫폼 필요성 ● 721

●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5)

● 국내 엑셀러레이터 설립년도 및 특징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중기청 자료, 2014)

● IITP산업분석팀(2015.03), ICT SPOT ISSUE 2015년 03호 

● 주요국의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한국의 과제 (Kotra)

● 국내.외 엑셀러레이터의 엑셀러레이팅 접근방법에 관한 비교 분석 연구 : batch process 모형중심

으로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창업학과 권영제 석사학위논문)

● 자본시장연구원 : 자본시장의 Weekly 국내 엔젤투자의 현황 및 과제 (선임연구원 박신애) 

●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등 자금생태계 관점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 실장 박용린)

● K-startup(www.k-startupp.go.kr)

● 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

● 스타트업 부트캠 (startuppbootcam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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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엔젤 사이트 (http://angel.co/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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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주제

  경력단절여성의 경재활동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정책 및 부처별 시행계획 등을 종합해보고, 이러한 

시책들의 성과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평가를 분석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서울창업포럼 

지원사업분과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임.)

 

1.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여성들이 과거와 달리 남성 전유의 분야까지 다방면에 진출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특유의 심성과 능력에 따라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정과 양립하기 어려운 실태로 직장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과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이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되어 관련 법률과 관련 

조직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시책이 지속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성과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평가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재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재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점검해보고, 또한 그 시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및 범위 

  관련 법률 및 기본계획, 각 관련 기관별 정책 자료와 관련 정책연구원들의 연구보고서 등 2차 자료

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차 자료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집하고, 

부처 및 관련 조직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의 조직도에서 인용하였다. 각종 통계

는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를 활용하였다.

  또한 경력단절과 관련한 연구보고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경력단절” 

등 몇가지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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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력단절 여성의 현황과 사회적 이슈

  관련법1)에 의하면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

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고용률은 49.5%로 남성의 고용률 71.4%의 약 70% 수준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8만2천명

(29.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32만1천명(16.4%), 경상남도 12만6천명(6.4%) 순으

로 나타났다2). 서울의 경우,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17.3%, 13위) 및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43.1%, 14위)은 전국평균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로 보면 여성

들의 취업은 M-curve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원인은 주로 30대에서 결혼, 육아, 출산 등으로 인해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 현실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큰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각종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2.2 경력단절과 관련한 법률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지향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있으며 또한 상호 관련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별 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력단절 관련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2015.7.1개정)

[여성관련 그 외 관련 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2015.3.27.공표)

  건강가정 기본법(여성가족부, 2016.5.29.공표, 2016.11.30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2016.1.28.공표)

  양성평등기본법(여성가족부, 2015.12.23.시행)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미래창조과학부, 2015.2.3.공표)

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2조 제1호
2) 서울고용노동청, ‘경력단절여성･시간선택제일자리 수요 등 주요 통계’, 14.1.2

2 경력단절과 관련한 법률,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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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 2016.7.28시행)

  여성농어업인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015.6.22.공표, 2015.12.23.시행)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교육부, 2015.12.31.공표)

2.3 경력단절과 관련한 정부 조직

  경력단절과 관련한 조직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약칭 새일센터) 등 운영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업훈련, 취업 등 각종 시책과 행정서비스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등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여성가족부 부서

  여성정책국 소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업무내용)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추진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평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고용노동부 부서

  고용정책실-청년여성고용정책관-여성고용정책과(새일센터관리)

  직업능력정책국-직업능력정책과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여성일자리팀(새일센터관리)

2.4 정책연구 및 일자리 관련 담당 공공 기관

  또한 각 기관별로 정책입안과 평가 등을 하는 정책연구기관을 두고 있으며, 일자리사업 등과 관련하

여 집행기관을 두고 있음.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연구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 727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RD-Net 등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창업넷,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특별시 :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능력개발원(2013), 서울산업진흥원

 

2.5 경력단절과 관련한 정부정책(법률에 의거한 기본계획)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1차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2차 5개년 기본계획(2015~2019)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 각 부처별 2016년도 관련 시책은 생략



728 ● 2016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과 관련한 각종 정책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한 연구논

문을 프리즘사이트(www.prism.go.kr)와 각 부처 사이트를 통해 모두 34개를 추출하였다.(별첨 수집 

문헌)

  연구보고서들을 분류하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1건,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하여 8건,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7건, 취업과 관련하여 13건(새일센터 운영 포함), 종합적인 연구 

5건으로 분류하였다. 

  관련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20건, 고용노동부가 4건, 보건복지부가 2건, 문화체육관광부가 

1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건, 서울시가 4건, 부산시가 1건, 경기도가 1건 등이다.

  경력단절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가 다양한 주제로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결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2013년과 2015년 등 2차례 조사를 하였다. 

조사설계는 통계청에 의뢰하였고, 분석결과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하였다.

 

3.2 경력단절 예방관련 연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부처가 연구를 한바, 여성가족부 4건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2건, 경제

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1건, 서울시 1건 등 모두 8건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주제도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노사정협력방안 강구하기 위해, 또 유연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경력단절 예방강화를 위한 법, 제도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졌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을 위한 정책보다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정책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성, 어린이, 기업체 등 각종 정책의 대상이 다양하고 또한 그 원인과 대책

이 복잡하므로 여성가족부만의 일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많은 

부처가 상호 관련되어 있어 종합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다.

3.3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연구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7건의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직업훈련의 전문화, 표준화 방안, 직업역량 진단 

및 경력형성 지원, 직업훈련 성과제고방안 등의 연구와 여성적합 직종연구, 맞춤식 교육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3 경력단절과 관련한 정책연구 검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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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직업훈련가 관련한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각종 직종에 따른 직업훈련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에 적합하고 또 생애주기별을 고려하고 전문직종, 시간

제 등 취업 목적에 따른 보다 실용적인 맞춤식 교육으로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3.4 취업지원제도관련 연구

  취업과 관련한 연구는 모두 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처별로도 여성가족부 

7건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경기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하였다. 연구주

제도 취업욕구 조사, 창업생태계가 여성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재취업서비스 발전방안 등의 연구와 

지역사회기여,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전문직, 고학력, 문화산업분야 등 다양한 직종별로 취업지원 방

안이 논의되었고, 새일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3건의 연구가 있었다. 

  취업분야도 직종별, 고학력 전문직 등 세분화된 대상별로 취업을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망을 확보하

고 맞춤식 취업알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새일센터도 각 지역에 많은 공공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또한 온랑니을 통한 

정책서비스의 경우도 각 기관별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이트들과 연계하여, 나이, 경력, 직종, 

취업목적 등을 검색하면 원스톱으로 정보를 누구나 수집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일반직의 경우 낮은 임금, 파트 타이머 등 일시적인 취업의 경우는 고용유지가 어려우므로 

여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취업은 필요한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므로 기업에 

대한 경력단절 활용방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3.5 종합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모두 5건이며 기관용역 연구 외에도 전문가들의 포럼이나 학계 발표 

등의 자료도 수집되었다.   

  종합연구 주제들은 법률에 의거한 시책마련을 위한 조사와 생애재설계에 대한 연구 1건, 경력단절

여성지원시책에 대한 평가 1건 등이다.

  종합연구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의 개선안3)으로 1)새일센터, 2)시간선택제 일자리 3)돌봄

서비스 등 세 가지 이슈에 집중해서 현상과 문제점을 잘 지적하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 살펴본 위의 각론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들이 합쳐서 개선방안이 정책에 

반영되고 성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중심의 정책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3) 최민정,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15.9) p62~7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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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정책들이 최근의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

되고 있어 많은 부처에서 법률과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성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각종 연구들을 통해 많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이 실행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보다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 기관별 정부

시책이나 사업예산의 조율도 필요하고, 현장 서비스기간들도 상호 연계 협력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낙 여성문제, 가정문제, 일가정, 양립문제, 직장에서의 남녀평등 등 여성문제의 해결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작은 시책들로서

는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을 까 염려된다. 

  따라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미시적인 접근보다 보다 큰 그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인의 연구는 “경력단절 여성‘ 차원에서 매우 단편적인 접근을 하였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포럼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함께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

재취업문제를 연구한다면 실행가능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대안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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