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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의 우리나라는 경제성

장률은 하락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과 더불어 청년에 대해 도전적이고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창업 실패율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창업실패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객검

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론칭한 상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 창업지원시스템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창업환경은 매우 우수한 정도로 발전되었으나, 창업성공률을 올리

기 위해서는 교육 및 지원, 운영시스템 등 S/W적인 부문에서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조

사한 ‘2017 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 자료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많은 보완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창업초

기 사업아이템을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멘토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4차 산업환경과 멘토링의 변화, 예비 창업기업의 멘토링 방향 등을 알

아보고 창업기업의 실패원인, 멘토링의 성과 등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본 다음 서울시 창업지원시스템을 하드웨어(H/

W)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S/W)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창업가와 멘토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스탠포드, MIT,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 프로그램들

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품개선 아카데미’,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 등 국내 창업 멘토링 시스템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서울시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 ‘창업성공 멘토

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한 바, 이러한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한다면 서울시 창업성공률 제고에 큰 기여

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8년	2월	1일	~	2018년	9월	30일

연구과제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성공	멘토링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책임자	 황보윤,	조희배(발표자	겸)

참여	포럼위원	 	조희배(분과장),	김문선,	김해영,	나도성,	박경범,	우길수,	이재용,		

최상모,	최원서,	최중석,	허제인,	현용수,	황보윤(총	13명)

색인어	 한글		창업지원정책,	창업생태계,	멘토링	시스템,	4차산업혁명분야,	KS-QFD,		

고객	개발,	린론치패드,	혁신가디언스멘토십,	제품개선아카데미

	 영어		Startup Incubation Policy, Mentoring System, Industry 4.0, KS-QFD,  

NSF, Customer Development, Lean Launchpad, Business Model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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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런데

도 최근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과 더불어 청년에 대해 도전적이고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많은 노

력을 하고 있으나 창업 실패율이 높고, 창업 실패율의 주요 원인으로 ‘고객 검증을 제대

로 하지 않아 론칭한 상품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환경과 멘토링의 변화, 예비 창업기업의 멘토링 방향 등을 

알아보고 창업기업의 실패 원인, 멘토링의 성과 등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본 다음 서울시 

창업지원시스템을 하드웨어(H/W)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S/W)적인 측면으로 나누

어 정리했다. 

서울시의 창업지원시스템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창업환경은 매우 우수하다고 보여지

므로,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더욱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7년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2017 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 자료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많은 보완점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스탠퍼드대학 등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가.

문제의	제기

요약문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성공	멘토링	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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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창업 성공의 관건이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가

장 기본적인 고객 검증을 우리나라 창업가들은 등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효과적인 멘토링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멘토링 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빠른 기술 변화와 넘치는 투자 자금의 창업 환경에 창업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창업을 넘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멘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

금까지의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은 창업자와 멘토와의 관계에서 지속성이 없으며 단

순히 행정지원이나 창업안내 수준에 머물거나 혹은 분야별 수준 높은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어도 이를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 방법에 있어서 면대면 상담이나 문제해결 방향

을 일방적으로 전달 또는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의 발견과 해결과정을 돕는 시스

템적 접근의 멘토링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빠른 창업 환경 변화에 필요한 멘토들의 역량은 첫째, ‘도메인 엑스퍼트(Domain 

Expert)’로서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성장 산업에 관한 기술 트렌드의 이해와 해당 산업 

참가자들의 경쟁 구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며. 둘째, ‘솔루션 엑스퍼트(Soluti

on Expert)로서 창업기업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화된 문제해결 방법을 제

시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멘토군에 속해 있는 전문가 집단들의 정기적인 산업 트렌드 보완 교육이 필요

하다. 즉 4차 산업혁명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신성장 동력 산업들에 대한 트렌드 분

석 사례와 해당 산업 내에 속해있는 가치사슬 단계별 경쟁 구도와 그 강도에 대한 보완 

교육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산업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창업 단계에서 성장 단

계로 창업기업을 멘토링 한다는 것은 마치 지도 없이 길 안내를 하는 것이 같을 것이다. 

또한 창업기업들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기업들의 문제 유형에 대

한 올바른 이해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구조화된 문제 해결 도구(Tool)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멘토와 창업기업 성과에 관한 기존의 선

행연구들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시행하였고, 서울시 창업지원시스템의 현황을 조사 분

석하였다. 또한 미국 스탠퍼드, MIT,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 해외의 선진 창업지원 

프로그램들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품개선 아카데미’,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 

등 국내 창업 멘토링 시스템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서울시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멘

토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는 서울시에서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창업자 증가와 창업지원

나.

멘토링	역할과

필요	역량

다.

본	연구의	내용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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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국내외 문헌 

조사 및 실전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의 예비 창업자 대상 멘토링 시스템의 고도

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창업 초기부터 현장 중심의 전문가 멘토의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나. 전문가 멘토는 도메인 엑스퍼트와 솔루션 엑스퍼트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객 개발 및 검증 등과 관련한 몇 가지 선진 프로그램을 

조속히 검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편집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 서울시는 많은 수의 멘토들을 관리하고 효과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할 멘토

링 운영국의 기능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 서울시 창업지원사업으로 고객 검증지원사업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서울시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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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의 목적 및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런데

도 최근의 우리나라 상황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대형 개발도

상국들에 비해서도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책과 더불어 청

년에 대해 도전적이고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진로교육 관점에서 취업과 창업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목(사

회)에 기업가정신이 수록되고, 각 학교에서 기업가정신을 가르칠 예정이며, 대학에서도 

이미 창업학과, 창업전문대학원이 생겨 창업가를 양성하고 있다.

정부지원에서도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창업교육, 창업보

육시설, 창업자금 지원 등 각종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액셀러레이

터, 엔젤투자조합, 벤처캐피털 등 보육 및 자금투자를 위한 전문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대기업들도 사내 벤처 양성, 외부 벤처 창업기업들을 발굴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창업생태계가 발달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창업 성공률은 매우 부진한데, 미국 등 선

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창업은 적고, 생계형창업이 많은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판매부진, 자금조달 등의 장애를 뚫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1.

연구	목적	및	개요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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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공간제공, 보육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부문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지만 각종 창업지원사업이 부처별로 또 지자체와도 중복되는 등 보다 효

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을 각종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창업 단계를 보면 예비 창업가-창업 초기-창업 성장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창업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본다. 즉 예비 창업부터 창업 

초기까지 사업 아이템을 검증하고 타깃 고객에게 맞는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면 

사업 성공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생태계의 주요 요소는 창업가와 사업 아이템, 창업가를 도우는 지원기관(멘

토, 보육시설, 액셀러레이터, 투자기관 등 포함), 자금투자기관(정부, 엔젤투자조합, 벤

처캐피털 등)으로 볼 수 있는데, 멘티들이나 액셀러레이터의 의견들이 “창업가의 역량

을 제고하고 사업화를 성공시키고, 시장에 론칭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멘토가 필요하

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창업가들의 실패 원인이 판로 애로인데, 그것은 창업가가 개발한 제품 자체가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것이 주요 원인이며, 그러한 것은 명확한 제품의 타깃 고객

에 대한 시장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창업포럼의 각 연구과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각종 대책이나 제안을 하고 있다. 창업시스템, 창업생태계, 창업교육, 재창업 활성화, 

투자, 브랜드 및 마케팅 활성화, 글로벌 및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 등 30건의 연구보고서

와 63건의 제안을 하였다. 

창업교육과 관련하여 서울창업포럼의 선행연구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새

로운 창업교육 모델 제안’(김기홍 외, 2017)에서는 창업 강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서울시 창업교육-지원-투자 연계 활성화 방안’(남정민, 2017)

에서는 기업가 정신교육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창업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제일 

많은 편인데, 2016년 3건, 2015년에는 4건의 창업교육 활성화 관련 연구보고서가 수

록되어 있다. 

그러나 창업자가 성공적인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착되고 지속적인 전문

가의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면서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멘토링 모듈 시스템

에 대해서는 아직 제안이 없었다. 이에 본 지원사업분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고객 개발과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 멘

토링 모듈 개발과 전문 멘토를 양성하는 등 ‘창업 성공 멘토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연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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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각종 정책, 연구보고서, 2차 조사자료 중심으로 국내외 멘토링 관련 자

료를 추출하고, 미국의 선진 창업멘토링 시스템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서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 멘토링의 변화, 예비창업기업의 멘토링 방향, 그

리고 미국 초기 멘토링 방법인 사전 검증제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본론 제1절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멘토링과 창업기업 성과, 창업기업 실패원인, 

창업단계별 위험과 멘토링 방안 등을 다룬다.

제2절에서는 서울시 창업지원시스템 현황을 다루는데, 올해 서울시 창업정책과 

H/W, S/W적 사업현황, 그리고 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절에서는 국내외 멘토링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활용가능성을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서울시 창업자 지원 멘토링 시스템 구축방

안을 정리한다.

다.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멘토들은 대부분 제너럴리스트가 많다고 보여 진다. 서울시를 비롯해

서 각 기관에서도 이러한 정도의 단기 멘토 교육1)을 하는 수준이고, 실제로 멘토단 운

영도 멘티와 멘토 상호가 직접 매칭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 등 멘토사무국2)의 기능이 

매우 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가를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도메인 엑스퍼트

(Domain Expert)와 솔루션 엑스퍼트(Solution Expert) 등 두 가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하는 목적으로 지원제도와 모듈개발과 교육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고객 개

발과 팔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성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이나 민간 교육기관,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멘토 양성 프

로그램을 대상자에게 맞게 모듈을 개발하고 시행한다면, 많은 멘토들의 전문가 역량

을 강화할 뿐 아니라, 투자기관의 사업검증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본 고객 검증시스템을 미국 NSF에서 시행하고 있는 SBIR 프로그램같이 창

업지원사업의 사전 검증사업으로 활용하여도 우수한 창업자 발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1)	서울산업진흥원의	희망설계아카데미,	혁신가디언스멘토십	프로그램

2)서울창업허브	멘토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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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특징인 지능화(知能化)는 빅데이터와 같은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예측하며, 그에 따라 실행(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단순 

노동에 국한되었던 자동화 수준이 이제는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지능적 업무

까지도 확장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지능화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은 인간을 대신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의사 결정

을 도와주며, 스스로 실행해 준다는 데 있다. 지능화는 이미 금융(트레이딩, 포트폴리

오 관리, 투자 자문), 유통(맞춤형 제안, 구매 단순화), 의료(판독, 진단), 법률(자료 판

독), 보안(지능형 감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능화를 통해, 기업은 가치사슬(Value Chain)의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

실성과 오류, 사고 등의 확률 패턴을 사전에 예측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는 최적의 대안을 즉각 가동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인간은 인공지능(AI)의 분석·예측·실행이라

는 지능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능화 기술을 회사의 생산, 관리, 판매 등에 접목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

업의 앞으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이유

는 소비자의 니즈를 제품/서비스 개발에 반영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능화 기술 보유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보다 더 맞춤형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제품 라이프사이클이 단축됨에 따라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

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창업과 초기 성장기업이 증가

하며, 급속한 매출신장을 기해야 하는 경영니즈가 증대됨에 따라 이들이 보유한 제품

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매출 신장 및 기업 성장을 하도록 하는 솔루션 제공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속도, 범위, 영향력 등 측면에서 기존 산업혁명과 확연히 차별화되

어 전무후무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첫째 위기는 소수의 기술혁신주체(기업)의 소득 극대화와 변화에 따르지 못

하는 주체는 낙오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의 상실이 우려된다.

둘째, 기회는 기술의 주기가 짧아지고, 판이 계속해서 뒤집히는 세상이 다가오고, 

기술의 대중화/보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업체 간 협력이 쉬워지게 되며, 창의적 아이

디어의 실현이 쉽게 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2.

4차	산업혁명과

창업	멘토링의	변화

항목 특징

속도(Velocity) 빠른	속도의	기술	진보

범위(Scope) 전	산업	분야에서의	파괴적	기술에	의해	대대적으로	재편

시스템영향

(System	Impact)
생산,	관리,	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시스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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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인해 기존의 창업 멘토의 역할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업종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 융합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구조화된 문제 해결 능

력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예비 창업자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는 각 창업 분야의 특성에 맞

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예비 창업기업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예비 창업기업들이 아이템 개

발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유망한 사업 아이템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예비 창업기업들의 아이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창업지원의 방향은 예비 창업기업들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매출액과 고용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창업자(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사업을 잘하지 못한 이유

를 자금 부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 부족 현상이 어떠한 자금 사용처로 인해 

자금부족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예

비 창업기업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선정평가과정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창업자와 그 창업기업에 대한 진단 키트(또는 진단 Sheet)가 필요하다. 즉 창업자

와 그 기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함으로써 창업 멘토링 시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아이템 개발/개선부문, 생산지원 부문, 판

매지원부문, 기업성장부문 등으로 나누어 진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창업기업 진단 

키트도 4가지 부문별로 개발하여야 한다.

초기 창업기업 진단 키트 개발 개요

3.

예비	창업기업

멘토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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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Tool은 질문지 형태로 개발하고 분석 방법은 현재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와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에 대하여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질문지 항목은 창업자 역량, 제품 차별성, 기술 독특성, 비즈니스 모델 등의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과 사업 실행을 위한 생산, 판매, 자금, 인력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된다.

창업자(팀)가 요구하는 지원 사항 질문내용

전 세계 주요국 연구개발 자금의 사업화 성공률과 비교하면 2006년 기준으로 일

본은 54%, 미국은 69%, 영국은 70% 수준이다(관계부처 합동, 2014). 반면에 한국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자금 지원 후 사업화 성과 비율은 ’09년부터 ’15년까지 5년 

평균 47.7%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성과 비율은 창업기업들

이 5년 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50%대 수준에 머무는 것과 비슷한 원인에서 발생하였다

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바로 다름 아닌 ‘소비자에 대한 사전 검증의 부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

미국	NSF의

I-Corps	수행	시

초기	멘토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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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과 주요국과의 비교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는 2011년

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인 SBIR(The Small Business Innovative Research)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 자금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R&D 지원 사업에 대

한 사전 검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에 대해 연구기금을 지원하기 

전에  사업모델 검증을 위해 신청기업이 5만 달러를 사용하여 6주 내 100명의 잠재 소

비자 대상 시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검증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SBIR의 사전 검증제는 초기 창업기업이 시제품을 먼저 만들고 나서 시장

에 바로 출시함에 따른 높은 창업 실패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방법

이다.

NSF Innovation Corps(I-Corps) 과정에서 소비자 대상 시장 검증 방법으로는 

스티브 블랭크(Steve Blank) 교수의 ‘린 론치패드(Lean Launchpad)3)’ 체크리스트

를 고객 검증 시 활용하고 있다.

스티브 블랭크(Steve Blank) 교수의 ‘린 론치패드(Lean Launchpad)’에서 제공

하는 체크리스트는 창업기업이 잠재(타깃)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기본적으

로 ‘비즈니스 모델 9 캔버스’를 기반으로 각 세부 분야별로 단순 추측이 아닌 시장의 1차 

자료 즉 사실 기반의 사업 계획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시장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3가지 요소로 다음과 같은 질문 항목을 활

용한다.

• 잠재 사용자 또는 고객의 수가 충분히 많은가?

•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율을 예측할 수 있는가?

• 실사용자와 고객 모집 기회가 충분한가?

또한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3가지 접근 방법으로 전체 시장, 유효 시장, 목표 시장

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스티브	블랭크의	Lean	Launchpad는	2004년	스티브	블랭크의	저서	‘The	Four	Steps	to	the	Epiphany’에서	기술된	고객	개

발론의	체크리스트를	2010년	Alex	Osterwalder가	정리한	Business	Model(Business	9	Block)의	구조에	접목하고	2011년	

Eric	Ries	의	Lean	Startup	과	결합한	개념으로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문제의	심각성	확인,	고객의	구매의사와	

구매력	확인,	고객	구매	경로	확인,	고객	확대,	회사	설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체크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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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시장(Total Addressable Market, TAM):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전

체 잠재 시장

•  유효 시장(Served Available Market, SAM): 제품/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유

효한 시장. 

      제품/서비스 판매가 접근 가능한 범위를 나타냄.

•  목표 시장(Target Market): 현시점에서 제품/서비스를 바로 구매할 가능성이 

큰 집단을 말함. 

I-Corps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 항목들을 조사한 후 창업 멘토(Instructor

라고 칭함)들이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의견과 시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하게 된

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의 사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사전 검증 멘토링 방

법이 국내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 NSF SBIR Program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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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멘토의 정의 

Kram(1983)4)은 멘토(mentor)란 조직 내에서 경험이 적고 미숙한 후배 사원과 관

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성장과 조직의 성공을 돕는 경험이 많고 유능한 관리자라고 정의

하고 있다.

Day & Allen(2002)5)은 멘토를 연장자라는 개념에서 확장하고, 멘토란 멘티에게 

조직과 직무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심리적 지원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하며, 이를 통

해 멘티가 성공하도록 영향력 미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 멘토란 멘티들의 역량 개발과 조직 적응

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조언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멘토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mentee)라고 부르며 이들이 서로 신뢰를 

쌓으면서 역량 개발과 경력 개발, 미래 전망 등의 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멘토링

이라고 한다(Sour & Rasmussen, 2003)6).

멘토링은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조직관리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왔다. 기업, 

학교, 군대, 체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되어서 멘토링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멘토링을 접

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김기홍·김용태, 2015)7).

1.

멘토링과

창업기업	성과

Ⅱ. 본론

제1절. 이론적 배경

4)	Kram,	K.	E.(1983),	Phases	of	the	mentor	relation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4),	608-625.

5)		Day,	R.	&	Allen.	T.	D.(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self-efficacy	with	protege	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	72-91.	

6)		Sour,	R.	&	Rasmussen,	S.(2003).	Butterfly	power	in	the	art	of	mentoring	deaf	and	hard	of	healing	college	students,	Ment

oring	and	Tutoring,	11(2),	2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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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업기업 멘토링

창업 멘토링이란 멘티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나 네트워

크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멘토가 우선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파악

된 문제(보강 이슈)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멘티와 함께 파트너로서 수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양영석·김명숙, 2016)8).

국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은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

비 창업가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상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비즈

니스 운영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전영옥, 2018)9).

정부에서는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가 경험하지 못한 창업환경과 특

성들을 산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멘토들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전

문성과 네트워크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양영석·김명숙, 2016)10).

멘토링의 기능은 창업역량인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오재우·양동우, 2014)11)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가 멘토링이 성공 창업을 유

도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양영석·김명숙, 2016)12).

하지만 멘토와의 관계에서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단순히 행정지원이나 

창업 안내 수준 정도로 머무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창업분야에서의 멘토링을 문제해결관점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양영석·김명숙, 

2016)13).

매년 국가 사회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창업시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지고 있으며 창업시장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창업의 Business Cycle 안에서 성

공이라는 종점에 도달한 창업자들은 많지가 않다. 

즉, 창업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창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창업자들은 시장에

서 퇴출되는 확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창업한지 10년이 경과되면 약 70%이상의 기업이 경쟁시장

에서 사라져 간다. 

2.

창업기업의

실패	원인14)

7)		김기홍·김용태(2015),	창업	멘토링	교육	요인이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33-41	

8)		양영석·김명숙(2016),	성공창업	실현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멘토링	플랫폼	구축방안:	한밭대	이노폴리스	캠퍼스	육성사업

을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43-152	

9)	전영옥(2018),	창업	멘토링이	1인	디자인	창업가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창의적	마에스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343-349	

10)	Ibid	

11)	오재우·양동우(2014),	멘토링	기능이	청년창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창업예비기간·창업희망기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5),	115-127	

12)	Ibid	

13)	Ibid	

14)	황보윤외	(2018),	기업가정신과	창업,	이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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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중경(2015),	실패에서	배우는	재기정책,	2015	100인의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P.95

2014년에 시행한 창업실패사례 공모전의 150개 실패수기를 분석한 결과15) 기업가 

요인, 자원요인, 산업요인, 전략요인 등 4가지 분야로 분석하였는데, 그중 기업가 요인

으로는 본인의 역량 및 태도 외에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검증 부족과 환경변화 대응 미흡이 

주요 실패 원인으로 도출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벤처기업의 실패 요인 중 기업가 요인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창업기업 중 성공확률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것도 통

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 전문 조사 기관인 CB insights는 2014

년 실패한 스타트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스타트업 실패 원인 20가

지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장이 원하

지 않는 제품’으로 사업화를 했기 때문이었다.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출시의 이유는 첫째, 사업모델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부

족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제품을 출시하지 못한 것이다. 즉 고객에

게 제품/서비스를 제안하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린 이유 때문이다.

요인 세부	요인

경영역량	부족

•초기	성공	이후	주변	인력관리	미흡으로	인한	모방	판매

•너무	빠른	시장진입	타이밍

•해외진출	시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실패

•이해관계자	관리	능력	부족

•조직	규모를	과도하게	성장시킴으로	인한	비용	증대

•무리한	사업	다각화에	대한	투자로	핵심제품	개발	미흡

•계약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부족

•시제품	성공	후	양산능력	부족으로	대중시장	접근	실패

•기업	급성장에	따른	인력	및	생산관리	역량	부족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검증	부족

•대표자의	기술	및	사업	아이템	전문성	미흡

•사업	아이템에	대한	과도한	자기	확신으로	검증	미흡

•창업	초기에	다양한	아이템을	동시	개발함으로써	주력제품	선정	부족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경험	및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창업

•사업	아이템에	대한	검증	없이	성급하고	무분별한	창업

•전문가	창업	시	명확한	사업	아이템	도출	및	검증	부족

•전문가	창업	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	사전	준비	부족

사업	태도의	문제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한탕의식이	발동하여	점진적	회복	불가

•거래	상대방	및	직원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이기적	행동	견제	실패

•사업	추진의	치밀한	준비	부족으로	각종	재해	및	사고로	인한	실패

•창업자	능력에	비해	과도한	사업	계획(지나친	자기	확신)

환경변화	

대응능력	미흡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한	검증	부족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대한	인식	부족

•주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핵심제품	개발을	완료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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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가장 기본조건은 ‘고객이나 시장이 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초기 창업기업 대

표들은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업모델을 산업현장에 나가서 고객과 검증하는 일

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자신들의 고객을 개발하여 고객에 대한 분석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출시하

는 것이 사업의 기본적인 성공 Point 임이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이 되

는 것이다.

창업기업의 실패 원인

‘기업 창업가 매뉴얼(The Startup Owners’s Manual)’의 저자 스티브 블랭크와 

밥 도프(Steve Blank & Bob Dorf)는 그들의 저서에서 “창업가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실책들 중의 하나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것과 또한 고객이 무

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로 인해 제품/

서비스 출시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실제로 고객이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

과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창업가들 특히 기술을 기반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들은 고객의 니즈와 

고객이 지금 창업가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매우 절박하게 찾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벤처캐피털	전문	조사	기관인	CB	insights의	실패한		스타트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설문조사	결과,	사업	실패의	원인	중	42%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며,	제품	출시	실패의	원인중	

하나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출시하지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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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실패사유

가. 창업단계에 대한 구간 개념 및 창업단계 주요 특징16)

창업의 속성(Attribute)은 매력적인 사업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개발해 더 구

체화시키며 이 과정에서 인력과 자금이 유입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성과(사업형태 완

성 및 매출 성과 등)를 시현(Show-up)하게 된다.

이 시현된 결과물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첨삭되고 이에 더 큰 규모의 인력과 자본

이 유입되는 일련의 가치제고(Value-Creating)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특징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성공기업의 시작과 성장은 인력과 자금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3대 요소의 투입과 

이들의 시너지적 화학작용(Synergic Chemistry)을 통해 가치상승을 일으킨 결과물

들이 축적되면서 진화하는 과정이다. 이때 창업단계란 인력과 자금투입관점이나 결과

물산출 관점에서 성장기반으로 쌓는 소규모 상태를 의미한다.

창업기는 통상 창업아이디어를 포착하고 개발하는 창업 준비기부터,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여 사업성장 기반을 다지는 초기성장단계까지를 의미하며 통상 창업 후 3년

까지를 통칭하는데 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IT 및 New IT 산업은 창업 전 아이디어 단계에서 1~2년과 창업 후 3년

으로 본다. 바이오산업은 기초연구단계에서 4~6년 그리고 임상1상에서 4년을 합쳐 통

상 10년 전후를 보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분류는 크게 이론적 결과물과 시장의 투자자(V/C) 

관점의 정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론적 관점의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분류는 다음 표

와 같다.

벤처기업 성장단계 분류(이론적 관점)

3.

창업	단계별	위험과

멘토링	방안

구	분 고객가치	측면 사업모델	검증	측면

실패사유
•불충분한	고객가치	제공

•타이밍에	맞지	않는	제품	출시

•충분한	검증	없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에서의	고객	검증	미실행

•Guess	보다는	Fact를	미반영

일본	중소기업

사업단

Start-up		시기

(1~3년)

Risk	성장기

(6년	전후)

유기적	성장	전기

(10년	전후)

유기적	성장	후기

(10년	이상)

KAIST	

김영배

창업기

(약	3년)

초기	성장기

(약	6년)

고도	성장기

(약	11년)

성숙기

(약	15년)

ETRI

양영석

창업	초기	

도입	단계

(1~3년	미만)

창업	후기		

성장	단계

(4~6년	미만)

상업화	단계

(7~8년	미만)

안정	및	정리	단계

(9년	이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인찬	등

창업	단계

(5년	6개월)

상업화	단계

(5년	7개월	이상)

안정화	단계

(7년	4개월	이상)

16)	중소기업진흥공단(2010),	기술창업	사관학교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황보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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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벤처지원법률이나 지원정책들은 창업부터 시작하여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을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으로 보고 있다. 창업 후기의 성장 단계와 상업화 단계의 시점 

분리를 7년 전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벤처기업육성법률과 정보통신중소벤처기업들

이 창업하여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연수를 기준으로 한 것

이다.

7년이라는 시점은 벤처기업이 창업단계를 벗어나 대규모 직접 자금조달을 통한 본

격적인 상업화에 접어드는 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무관점에서 본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벤처기업 성장단계 분류(V/C 등 실무적 관점)

기존연구와 실무관점에서 정의된 창업단계의 구간 정의는 창업 후 3년 미만으로 

설정하며 기업의 성장단계별 주요 이슈와 특징을 단계별로 기업들이 해결해야 하는 핵

심문제와 성과요인별로 구분하여 도출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의 성장단계별 특징과 핵심문제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난다. 창

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겪게 되는 문제 즉 위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신기술 확보와 시제품을 개발하는 문제로서, 신기술 Item 선정 문제, 신기

술 정보수집 문제, 신기술 인력 확보 문제, 신기술 개발자금 확보 문제들이 잠재적인 위

험 요소들이다.

둘째, 신기술과 시제품에 대한 사업성 평가 문제로서, 시장정보의 수집문제, 제품

평가정보 수집문제, 소비자 정보 수집 들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다.

창업 초기 도입 단계에서 기업이 사전 고려해야 하는 핵심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핵심목표이며 문제이다. 특히 이 시기는 기

술력을 주요 생산 요소로 하는 벤처기업의 속성상 그 어느 시기에 비하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다. 기업의 성패가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핵심전략은 사업성과 기술성을 갖춘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제

품 개발을 통해 가시화시키는 것이다. 창업 초기인 만큼 조직은 체계화되지 않아 창업

자의 기술과 사업성에 대한 우수한 자질이 요구되며 통상 이것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구분 창업기 초기	성장기 고속	성장기

소요기간

[자본금]
2~3년[3억] 3~5년[7억-20억] 5년~7년[15억-20억]

손익목표
10억-30억

[손익분기점	:	3년]
30억-100억[50억] 100억-200억

자금조달
자기자금,	정부,	

엔젤자금[초기V/C]
전략펀드,	V/C자금 IPO/증자금

인력구성 핵심창업인력
영업인력/생산인력

[추가]

조직	시스템적	인력

[관리,	회계,	홍보	추가]

사업전략
R&D와	파트너링

[시장진입]

영업확대/	생산관리

[마진확대	전략]

확장	및	다변화	전략

[창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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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를 가르는 주요 핵심요인이 된다.

창업 초기 도입단계에서 창업자가 아무리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창업 및 도

입단계의 인프라(Infra)까지 구축할 금전 및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는 어렵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런 창업 초기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

원 사업은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추후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시행되므로 창업 초기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성장단계별 특징과 핵심문제(이론적 관점)

창업 후기(성장단계) 단계에서 창업기업들의 핵심목표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성공적으로 창업초기를 지난 벤처기업은 이제 사업성과 기술성을 겸비한 시제품을 

갖고 제2단계로 진입한다. 핵심목표와 문제는 개발된 시제품을 가지고 기술이전이

나 구매를 통하여 시장성을 제고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대량생산하

는 것이다.

창업	초기	(도입단계) 창업	후기	(성장단계) 상업화	단계

설립	후	

경과	년수
1-3년	미만 3-7년	미만 7년	이상

핵심목표

•신기술과	시제품	창출

· 제품의	기술성/시장성	

검증

(시장진입준비)

•	신제품의	판로개척	및	

생산의	효율화

(시장개척)

•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판로	확충	및	제품차별화

(시장점유확장)

핵심문제

(핵심문제영역)

①		신기술확보와	시제품을	

개발하는	문제

· 신기술	Item	선정	문제

· 신기술	정보수집	문제

· 신기술	인력확보	문제

· 신기술	개발자금	확보	

문제

②		신기술과	시제품에	대한	

사업성	평가	문제

· 시장정보의	수집문제

· 제품평가정보	수집문제

· 소비자정보	수집

(기술/자금/정보)

①	판로	개척하는	문제

· 판매량	증진문제

· 광고	및	홍보문제

· 제품	공급망	확충	문제	

· 판매시장	설정문제

· 판매특화	전략	수립	문제

②	생산력	증대	문제

· 생산자금	확보문제

· 생산기술	개선문제

(시장/자금/판매/생산)

①		판로	확충의	문제	

(판로	다양화)

· 해외시장개척의	

문제(홍보	및	판매망)

· 판매망	확충에	따른	

조직관리의	문제

· 해외시장	정보수집	문제

②제품	차별화	문제

· 제품	다양화	문제

· 추가기술개발의	문제

· 기술인력의	재교육

	

(기술/시장/판매)

핵심전략

①	기술	및	시제품	개발

· 신기술인력/정보	

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	

외부자금	유치

②		시장진입	이전에	시장성	

평가

· 신뢰성	있는	시장	

정보수집	및	수요예측

· 판매예상모델도출

①		주력상품의	생산	및	

판로개척	

· 고객	확보	및	홍보/광고	

활동

· 목표시장선정	

· 판로개척	및	제품공급		

채널	구축

②	생산의	효율화

· 대량	생산화의	원가절감/

품질개선

③	자금조달의	다양화

①		제품차별화	

(시장경쟁력	제고)

· 추가기술개발	

(산·학·연	연계)

· 기술인력	재교육

②	해외시장의	개척

· 해외시장	정보수집

· 해외시장홍보	및	판매망	

확보

③	조직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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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고 제품을 보급하는 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벤처

기업의 핵심전략은 주력상품을 개발하고 대량생산을 위해 생산의 효율화 및 판매할 시

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상업화 단계에서 창업기업들의 핵심목표와 문제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목표나 당

면하는 문제가 두 번째 단계에 비하여 한층 더 일원화되고 집중화된다. 이는 창업 단계

를 벗어나 상업화 단계에 들어선 벤처기업들이 더욱더 높은 수익성을 내고자 하는 기업 

본연의 목표에 충실해지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판매시장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까지 확대해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비대해진 기업의 내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

비, 외적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내적 충실을 기해야 하는 양면작전이 그 핵심전략으로 

요구된다.

외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품의 차별화와 다양화를 통하여 시장점유율

을 확대하는 전략이,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통하여 조직을 체계화하

는 전략이 요구된다.

벤처캐피털리스트 등의 투자 실무관점에서 성장 단계별 특징과 핵심문제는 다음 

쪽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충분한 시장 1차 정보 확보 애로, 다양

한 사업인맥 접근, 추가기술 및 확보자금, 특허출원 및 방어적 구축, 사업자금 다양화 

애로, 기술과 마케팅 인력 애로, 원활한 자금운영 애로 등이다.

이러한 초기 창업기업들의 경영 과제는 초기 파일럿 우량시장선정, 마케팅이입 제

품 개발, 시장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 영업과 기술조화 이룬 팀, BM 개발과 Cash Flow 

관리, 사장의 확장성 있는 인맥 구축 지원, 다양한 시장/경영정보 확보[1차 정보 확보] 

들이다.

이상에서 이론과 실무 관점에서 평가한 창업단계기업들의 핵심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매력적인 사업기회 포착과 개발

② 사업아이디어의 매력적인 BM화

③ 기술개발 및 독특성 확보(기술 독특성의 특허 확보)

④ 매력적인 제품기획 및 시제품 개발

⑤ 크고 성장하는 시장 포착 및 진입

⑥ 우수한 창업팀 구성 및 조직 확대 기반 구축

⑦ 안정적인 초기자금원 확보(시장자금 연계)

⑧ 이상을 1차 정보기반 하에 체화한 CEO와 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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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단계별 특징과 핵심 문제(V/C 등 실무관점)

나. 창업단계 경영 위험과 멘토링 방향17)

창업단계의 범주가 창업 후 3년이라는 정의가 합의되었지만, 창업단계도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창업 준비기(창업 전 6~12개월)는 (예비)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를 인식하

고 이를 구체적인 사업모델로 정립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 산업 내 역학관계 조사 

및 초기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둘째, 창업기(창업 후 1년 내외)는 기업 설립과 시제품 완성을 위한 기술보완 그리

고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시기를 말한다.

셋째, 창업 초기 성장기(창업 후 2~3년)로써 시장진입 후 안정적인 사업성장기반

을 구축하는 시기이다.

창업 준비기에 얼마나 창업 준비에 충실하였는지가 창업기에서 창업 초기 성장기

로 넘어가는 기간에 영향을 준다.

성장단계 창업기[1-3년] 초기	성장기[3-5년] 고속	성장기[5-7년]

키워드
시장과	팀	육성

[기술/제품]

외부파트너	육성

[시장연계]
외부파트너+시장육성

핵심

성공

요인

•마케팅	기반	기획된	제품

•독특한	기술력	확보

•견고한	BM	확보

•역량	있는	창업팀	구성

•안정된	초기자금	기반

•다양한	사업인맥	구축

•안정된	Cash-flow

•	다양한	제품군	개발

•시장유통채널	개발

•전략파트너	채널	구축

•안정된	대규모	자금조달

•다양한	법률/회계	관리

•대규모	생산기반	구축

•대규모	추가기술	개발

•	기업공개	및	기업회수

•주력시장	구성	및	우량화

•충분한	조직	확대	기반

•핵심제품	중심시장	확대

•대규모	추가	투자자금

•전문적	법률	및	회계	관리

•상장	후	사업계획준비

애로

요인

•	충분한	시장	1차	정보	확보

•다양한	사업인맥	접근

•추가기술	및	확보자금

•특허출원	및	방어적	구축

•사업자금	다양화	애로

•기술+마케팅	인력	애로

•원활한	자금운영	애로

•	추가기술개발	아웃	소싱

•적절한	V/C	확보	애로

•우량	전략적	파트너	확보

•	다양한	제품	개발	및	

디자인	등	시장제품	출시	

애로

•대규모	생산기반	구축

•적시의	필요인력	조달

•	체계적인	기업공개	추진팀

•	시장의	상장과	상장	후	

계획도출

•	신뢰성	있는	기업성장	

인맥구축

•차기	주력제품	기반	구축

경영

과제

•	초기	파일럿	우량시장	선정

•마케팅이입	제품	개발

•	시장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

•영업과	기술조화	이룬	팀

•	BM	개발과	Cash	Flow	

관리

•	시장의	확장성	있는	인맥	

구축	지원

•	다양한	시장/경영정보	

확보

				[1차	정보	확보]

•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대규모	생산	기반	확충

•우량인력	조달	네트워크

•제품의	시장성	완성

					[브랜드	및	유통/디자인	

창출]

•	대규모	추가기술	확보	과제

•다양한	시장	및	제품	개발

•견고한	BM	확대

•	기업공개	및	회수	전략수립

•상장	후	기업성장전략

•	차기제품기획	및	기술	확보

•주력시장의	우량화	전략

•	대규모	신뢰성	있는	우호적	

파트너	구성

•IPO	및	M&A	인맥구축

•기업공개	준비체계	구축

•기업성장	정보DB구축

17)	중소기업진흥공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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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단계별 주요특징

창업 단계별 주요 핵심문제 대한 실증적 사례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대덕하

이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95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창업과 창업 후 성장을 하며 겪

는 애로 요인들을 Risk Factor 형태로 조사 정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기술창업자 경영위험 사례 분류

창업 전(예비 창업) 기업의 대표가 느꼈던 주요 애로 사항은 견고하지 못한 창업 인

력 구성, 뚜렷한 기술, 시장경쟁력 미흡, 시장 성장성이 미흡한 수익모델, 사업계획의 기

반전략 부재와 전 직장과의 관계 정리 미흡 그리고 초기 종잣돈 확보 실패 등이다.

창업 초기(제품 개발기)에는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 어려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시장 관심, 유능한 마케팅 인력 확보 실패, 파트너 확보실패와 일정 지연, 당초 사업과 

어긋난 사업 진행, 초기 성장 네트워크 지원이 미흡으로 인한 경영위험과 창업 CEO의 

잘못된 철학으로부터의 위험, 사업수행의 위법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실행력 미흡 그

리고 개발인력/장비 확보의 어려움, 각종 계약서 작성오류와 창업 CEO와 멤버 결렬위

험, 설립자본금 및 자금 확보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경영 위험들이다.

구분 창업	준비기 창업기 창업	초기	성장기

애로요인

•	사업아이디어를	포착하고	

개발하여	구체적인	

사업모델	정립하고	사업화	

기반	조성시기

•	기업을	설립하고	기술을	

보완하며	시제품을	

완성하며	시장진입을	

시도하는	시기

•	초기시장을	진입하여	

안정적인	사업성장	

기반으로	기업	내외적으로	

구축하는	시기

경영과제 창업	전	6-12개월 창업	후	1년	내외 창업	후	2-3년

창업	전(예비창업) 창업	초기(제품	개발) 창업	후기(판매시작)

•	사업아이디어가	견고하지	못함

•도원결의	한	인력확보가	미흡

•뚜렷한	기술	시장경쟁력	미흡

•창업자의	사업마인드	미흡

•시장성장성이	미흡한	수익모델

•사업계획의	기반전략	부재

•전	직장과의	관계정리	미흡

•초기	종자돈	확보실패

•	사무실	및	사업장	확보어려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시장관심

•유능	마케팅	인력	확보	실패

•파트너	확보실패와	일정	지연

•당초	사업과	어긋난	사업진행

•초기성장	지원네트워크	미흡

•창업	CEO의	잘못된	철학

•사업수행의	위법(송사)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	실행력	미흡

•개발인력/장비	확보	어려움	

•	각종계약서	작성오류	

위험(영문)

•창업CEO와	멤버	결렬위험

•설립자본금	및	자금	확보	어려움

•독점	실시권	미확보위험

•	매출선과의	협상력	부족

•조직분화	및	업무조정	어려움

•자질	있는	내부인력	확보	미흡

•경영목표와	전략부재

•치열한	시장경쟁	위험

•충실한	외주	파트너	확보어려움

•고객의	냉담한	반응(저	인지도)

•현금관리실패/	현금소진위험

•투자자	유치어려움/지연

•협력	대기업사에게	배신의	위험

•대량	제품출고	지연	위험	

•기업브랜드	트랙레코드	미흡

•지나친	제품	다양화	위험

•시장성장의	한계	위험(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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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시작한 창업 후기에는 매출선과의 협상력 부족, 조직분화 및 업무조정 문

제, 경영목표와 전략부재, 자질 있는 내부인력확보 미흡 그리고 현금관리 및 투자자 유

치 어려움, 충실한 외주 파트너 확보 어려움과 고객의 냉담한 반응, 투자자 유치의 어려

움, 대량 제품 출고 지연 위험, 기업 브랜드 트랙 레코드 미흡, 지나친 제품 다양화 위험, 

시장성장의 한계위험(어긋남) 등을 경영위험(Risk Factor)으로 선택하였다.

창업단계 내 성장단계별 핵심경영 과제

창업 전후 3단계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자금문제를 들면, 창업 초기 견고하

지 못한 사업아이디어와 시장조사 및 기술력 부재는 사업의 매력도를 떨어뜨려 사업자

금의 원활한 공급을 힘들게 하며 창업 후기까지 계속 이어져 고질적인 자금난을 야기

한다.

사업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잘 팔릴 확률이 낮다는 것으로 매출 또

한 원활치 않아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

다행히 이를 사업 초기 또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인식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경영목표와 전략 부재, 시장 인식 오류 등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창업 초기 기업들이 겪게 되는 자금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인 ‘시장에서 잘 

팔릴 확률이 높은’ 제품/서비스를 개발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 즉 

아이디어에서 사업 아이템으로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멘토링이 필요하다.

구분 창업	준비기 창업기 창업	초기	성장기

핵심

과제

•	견고한	사업아이디어

•	충실한	사업정보조사

•	기술독특성	확보

•	창업자의	사업기획력

•	매력적인	BM	개발

•	우수한	창업팀	구성

•	매력적인	사업계획서

•초기운영	자금	기획

•다양한	사업인맥구축	등

•	사업장확보와	기업설립

•인력확보	및	업무분장

•초기자본금	확보

•기술독특성	확립(특허)

•시제품	기반/	완성

•주력사업	형성

•매출네트워크	파악

•사업파트너	확보

•시장점검/매출개시

•초기	자금관리	등

•	외부투자자금	유치

•시장진입/매출확대

•초기	목표	고객확보

•초기유통망	확보

•고객만족도	관리

•인력확대

•사업파트너	확대

•현금관리	우량성

•시장성장	궤적	유지

•대량생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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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기초 자치단체 및 기관은 스타트업들의 성장 단계를 분류하여 각 시기에 

필요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로 교육 및 컨설팅, 경영 전문가나 투자자 등

과의 연계 등 질적인 측면에서 창업가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창업기업 지원 정책

*자료	:	서울특별시청	공식홈페이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	지원	포털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비즈니스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

공하며, 초기 창업단계인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사업공간과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 

1.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개요18)

정책명

(주관	기관)
단계	/	대상 세부사항

성장단계별	

보육지원

(서울창업허브)

예비창업기업

(사업자등록	전)

•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워크숍과	개방형	사무	

공간	제공

초기창업기업

(창업	3년	미만)

•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사무	공간	및	창업	

지원금(연간	1천만	원,	최대	2년)을	지원하고	투자자	매칭과	전문	

세무법률회계	지원

성장기업

(창업	후	3~7년)

•	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개별	사무	공간	및	창업지원금(연간	

5천만원,	최대	2년)	지원과	해외	진출기업은	1억원		지원,	홍보	

마케팅과	국내외	유통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

(서울	신용	

보증재단)

진입기

(예비창업가)

•	창업상담-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의	창구를	

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창업	준비	시민의	편의성과	창업	교육과	컨설팅,	자금지원의	

연계성을	높여	실효성	증가

•	성공	사업자의	현장체험과	멘토링	제공,	온/오프라인을	통해	

창업이론교육	제공

운영	성장기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	생계밀접형	업종의	소상공인과	외부전문가를	연계,	

경영애로해소

•	전문가의	점포	방문,	최대	3회	컨설팅	지원,	희망기업에	한해	

현장체험	학습기회	제공

쇠퇴기

(경쟁력	상실한	

한계	소상공인)

•	기업의	희망	가능성	판단,	폐업신고	시	사업정리	컨설팅(법률	

분쟁	등)	지원,	점포	원상복귀에	필요한	비용	중	최대	100만	원	

제공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청년창업센터)

창업	희망자
•	멤버십	형태로	연	3,000명	상시	모집.	경영비전	등	18개	과정	

교육과	컨설턴트와	1:1	상담	등	제공	

성공가능	창업자
•	서면심사	및	심층면접으로	500팀	선발	스마트	오피스	공간	제공,	

사업모델	과제	점검	및	집중	코칭

우수	창업가
•	성공역량	집중	검증을	통해	250팀	선발	후	입주	공간	제공,	

액셀러레이터	코칭	마케팅	전문가	매칭	

성공	기업
•	성공	가능성	위주	50팀	선발	독립	입주	공간	제공.	1:1	맞춤형	

컨설팅,	VC	및	엔젤투자	연계

제2절. 서울시 창업지원 시스템 현황

18)	2017	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	분석	연구(서울산업진흥원,2017.11.30.).p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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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챌린지 1000 프로젝트’는 청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 희망자, 성공가

능 창업자, 우수창업가, 성공기업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였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연 3천 

명을 상시 모집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고,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공 가능 창업자는 심사와 면접을 하여 선발하여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모델에 대

한 집중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창업가는 성공역량을 검증하여 선발한 후 입주공간을 제공하며, 액셀러레이터 

코칭 및 마케팅 전문가 매칭을 통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공기업은 성공 가능성을 선발 기준으로 삼아 독립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 컨

설팅, 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를 연계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그밖에 서울시는 신촌, 홍대, 합정 부근인 ‘신홍합밸리’가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탈바

꿈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홍합밸리는 비영리단체 벤처기업 지원 공간인 ‘재단법인 홍합

밸리’를 중심으로 창업 문화를 공유하며 창업기업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홍합밸리는 지역 내 외국인 창업가나 1인 창업가들을 선배기업이나 벤처캐피털 등과 

연결시켜주고 있다. 강남·역삼 지역의 ‘테헤란밸리’와 ‘G밸리’, ‘신홍합밸리’는 모두 미국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실리콘밸리가 벤처기업의 성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업-실패-재창업-성공-

창업기업’에 투자라는 선순환이 확립되었고, 학계, 벤처 캐피털, 스타트업, 대기업 간의 긴

밀한 네트워크와 협업구조(Innovation Hub)를 통하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

한 창업생태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창업 정책 외에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다음 표와 같이 최근 창업자의 평균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에 부응하여 대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

하게 운영 중이며,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토크 콘서트, 창업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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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연령대 변화 추이(2011년 대비 2016년)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17.9)

서울시와 산하기관은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예비 단계 및 

초기 단계에 프로그램,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청년들의 혁

신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네트워크 교류 등 창업의 성공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선행적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에 실행한 서울시의 청년 대상 창업지원 주요 

프로그램은 해외 명사 초청 토크 콘서트, 데모데이 진행, 선배 개발자와 투자 전문가들

의 멘토링 지원, 예비 창업기업 집중지원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 대상 창업 지원 프로그램

년도 30대	초반 20대	후반 20대	초반 10대	후반

2016년 51.7% 32.7% 14.3% 1.3%

2011년 53.7% 33.8% 11.4% 1.1%

정책명/프로그램명

시행기간
세부사항

2017	서울창업박람회

(서울산업진흥원)

17.11.02~17.11.04

•구글	등	해외명사	초청	강연과	투자기관	성공스타트업의	토크	콘서트	진행

•스타트업의	제품	설명	및	전시	진행

•투자유치	및	스타트업과	기업의	네트워킹을	위한	데모데이	진행

				(6개	팀	선정	후	상금	3천만	원	지급)

•예비	창업자와	학생들을	위한	취업	창업	상담	서비스	제공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서울디지털재단)

17.10~

•IT	중심	개방,	창조	복합	키워드로	운영됨

•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용을	기반으로	

중고등학생부터	예비창업자까지	SW	교육	진행

•24시간	열린	소통공간을	운영해	선배	IT	개발자와	투자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지원

•국내외	대학교와	연계,	해외기업	유치

•	서울디지털재단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R&D	지원금	확대	및	재단	내	

연구조직	설치

예비창업기업	

집중	육성과정

(서울창업허브)

17.6~17.10

•	1단계를	진행하는	104팀의	경우	약	2달	동안	3그룹으로	나누어	

미래성장동력,	지식	서비스,	소셜	벤처	교육을	받은	후	30팀	선발

•	선발된	30팀과	약	2달	후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10팀	

최종	선발

•	최종	선발된	10팀에	서울창업허브	입주권	등	인큐베이팅	지원,	서울시	

브랜드	부여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	투자자	대상	제공되는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서비스	등의	투자연계를	지원

바이오	스타트업	

챌린지

(서울	바이오	허브)

17.6~17.9

•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할	5년	미만의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선발하는	경진대회

•	기술성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바탕으로	심사

•	최종	결정된	10팀에는	서울	바이오허브에	입주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중	

5팀에는	1억	5천만	원의	상금	지급과	해당	기업의	전주기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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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시 2018년 창업 주요 정책19)

1) 서울창업허브의 공간 확충을 통한 보육서비스 다각화 추진 내용이다.

서울시는 ’18.2월 창업허브 별관동(5,906m) 준공을 통해 보육기능을 확충하였다. 

창업 후 3년 이상의 성장단계기업 33개의 보육공간을 확충하고, 창업기업 실질 성장을 위

한 ‘소량 제품화 생산지원 서비스’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수 액셀러레이터들

의 입주 유치를 통해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역량 향상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산업 특화 보

육을 위한 핀테크랩을 설치하여 24개 팀의 산업특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기업 

애로사항 제도개선 전담을 위한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 창업현장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서울시의 창업정책 네트워크를 보강하였

다. 이를 위해 신규 창업카페 3개소를 확충하는데, 충무로점(4월)과 은평점(7월) 그리고 

동북점(11월)을 진행하고 있다.

3) 서울창업허브를 중심으로 현장형 보육시스템을 완비하였다. 2017년 설문조사결

과를 통해 모바일 등 지원업종 편중, 청년·재기창업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창업허브-개별센터 연계강화, 청년·대학생 보육지원 프로그램 강화, 재기창업 집중보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창업생태계 진입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보완하였다.

4) 아이디어 발굴에서 생산·판매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단계별로 전방위 보육 체제

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면 서울창업허브는 전주기 보육시스템 완비하여 지원하고, 개별센

터들은 업종별·단계별 특화 지원을 집중하도록 구성하였다.

5) 서울창업허브와 개별센터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서울창업종합정보망 구

축, 창업정책과 정보의 중심 역할을 제고하였다. 서울창업종합정보망(17.11 구축)은 44개 

서울시 대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정보 DB를 구축하고, 민관 창업지원시설 정보와 

창업기업정보, 투자지원정보 등 총 316개의 정보 체계를 구축한 바(6월) 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에는 투자유치·기업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유망기업·투자처 발

굴을 지원하고, 지원기관들은 제반 자원을 공유 및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정책명/프로그램명

시행기간
세부사항

서울창업포럼

(서울특별시)

17.05~

•	7개의	분과(지원사업,	마케팅,	교육,	브랜드,	투자,	재창업,	글로벌)로	

구성,	서울시	창업정책	연구	및	제안활동

•	성공창업가,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학계,	민간창업기관관리자	등으로	

구성

•	기여도	높은	포럼	위원	시장	표창	수여	등으로	참여율	제고

•	집단지성	활용	정책	제안	공공/민간	기관	정보공유	및	협력

19)	서울시	디지털창업과	내부	자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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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서울창업허브를 중심으로 대학 보

유기술에 대해 창업기업 이전 및 제품 상용화를 촉진하였고, 기술보유 대학과 기술 수요

가 있는 스타트업 간 연결을 통해 제품의 상용화를 활성화하였다. 우수 대학생 동아리 사

업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심화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생활권 내 거점별 

창업카페를 운영하여,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센터가 지원하는 대학우

수 창업 동아리를 발굴하고 창업허브 보육지원과 연계하고 있다.

7) 재기창업을 집중 보육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으로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재기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기 창

업자당 평균 55백만 원, 50개 기업을 1년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다. 또한 패배감·불안 치

유를 위한 전문 심리치료기관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도전 창업자 사업모델 검증

을 위한 특화 집중보육 서비스와 재창업 경진대회(2회)를 통해 선발된 10개 팀에 대해 사

업모델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 글로벌 창업생태계 진입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유수 민간 액셀러레

이터를 유치(서울창업허브 별관동)하여,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투자연계

가 가능한 해외 유수 액셀러레이터(중국 대공방 등) 3~4개사, 그리고 해외도시와 창업기

업 교환 보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호주, 중국, 베트남 등 주요도시의 민

간·공공 보육기관과 상호 협력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호주(시드니 창업허브), 싱가

포르(ACEIC), 중국(Z-1nnoway) 등과 교환보육 등 창업협력사업 MOU를 체결하였고, 

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 등과 추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국인(유학생) 대상 창업지원 교류를 통해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확산하고자, 글

로벌 네트워킹 정례화(월 1회)를 통해 상호 국가 간 창업생태계를 연계·확산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창업기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창업허브 창업지도에 나타난 서울 시내 창업생태계를 검색하여 정리해 보면 서

울시 창업지원시설 43개와 중앙정부기관 2개, 대학창업센터 19개, 창업지원 관련 민간기

업 55개 등 119개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는 벤처캐피털사 18개, 엔젤투자조합 3개, 액셀러레이터 19개, 파트

너스 7개, 미디어 5개, 네트워크 3개 등이다.

이들 민관 센터들은 대부분, 창업기업들을 입주시키거나 창업정보제공, 멘토링, 컨

설팅, 사업화지원 등을 하면서 자금조달, 일부는 시제품 제작 등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운영 창업지원시설은 2018년 6월 말 현재 총 43개소이며 그 중 창업보육기관 

28개소, 시제품제작소 7개소, 창업카페, 꿈터 등 창업정보교류공간이 7개소이다.

소관 주무부처별로는 창업보육기관의 경우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를 주축으

로 경제진흥본부 소관 부서가 10개소, 여성가족정책실이 8개소, 기타 서울시 출연기관들

인 서울산업진흥원이 7개, 서울디지털재단이 1개소, 서울디자인재단이 2개소를 운영하

2.

서울시의	하드웨어적

창업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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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시설운영을 개별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업보육기관들은 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교육·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총 

28개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현황(’18.6)

소관부서 기			관 소			재 지원대상 지원내용 운영기관 비		고

경제

진흥

본부

(10)

디지털

창업과

(6)

서울창업

허브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예비·초기·	

성장기업

•	기술기반창업		

전반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기업당/연간)	:	

10,000천원~50,000천원

•민간기관	전문보육	서비스

•성장단계별	종합보육

SBA	

(위탁)

•입주		:		450

•규모	:	23,659㎡

•개관	:	’17.6월

성수IT

종합센터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	예비·초기·	

성장기업

•IT,	IoT	기업

•공간·상담·사업화지원

•지원금	:	없음

•기술사업화	지원

SBA

(위탁)

•입주	:	33

•규모	:	9,909㎡

•개관	:	’11.7월

서울

글로벌창업	

센터

용산구

(청파로

109)

•	예비·	

초기기업

•	정주외국인·	

유학생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기업당/연간)	:	

4,000천원~10,000천원

•정주외국인	창업지원

㈜르호봇		

(위탁)

•입주	:	46

•규모	:	2,737㎡

•개관	:	’16.8월

서울

창업성장

센터

성북구

(화랑로

14길5)

•성장기업

•	첨단산업	

(바이오,IT	등)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기업당/연간)	:	

40,000천원

•투자유치	연계

•특성분석·실험장비지원

한국기술

벤처재단

(위탁)

•입주	:	20

•규모	:	1,166㎡

•개관	:	’12.9월

서울

창업디딤터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	예비·	

초기기업

•	기술기반창업		

전반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기업당/연간)	:	

5,000천원~10,000천원

•시장조사지원

광운대

(위탁)

•입주	:	30

•규모	:	2,547㎡

•개관	:	’14.5월

청년창업

꿈터

서대문구

(연세로2	

다길	11-3)

•	예비·	

초기기업

•공간·상담·사업화지원

•지원금	:	없음

㈜오픈놀

(위탁)

•입주	:	8

•규모	:	390㎡

•개관	:	’17.11월

경제

정책과

(1)

양재

R&CD

혁신허브

서초구

(태봉로

114)

•	예비·초기·	

성장기업

•	AI,	

딥러닝기업

•공간·상담·사업화지원

•지원금	:	없음

•인공지능	연구개발	시스템

카이스트·

모두의	

연구소

(위탁)

•입주	:	12

•규모	:	2,900㎡

•개관	:	’17.12월

신성장

산업과

(1)

서울

바이오허브

동대문구

(회기로

117-3)

•	예비·초기·	

성장기업

•	바이오,		

의료기업

•공간·상담·사업화지원

•지원금	:	없음

•판로지원	연계

•투자지원	연계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위탁)

•입주	:	5

•규모	:	3,729㎡

•개관	:	’17.10월

투자

유치과

(1)

서울핀	

테크랩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예비·초기·	

성장기업

•	금융,		

핀테크기업

•공간·상담·사업화지원

•지원금	:	없음

•투자지원	연계

엘스톤

(용역)

•입주	:	27

•규모	:	592㎡

•개관	:	’18.4월

도시

농업과

(1)

서울먹거리

창업센터

송파구

(양재대로

932)

•	예비·초기·	

성장기업

•농식품업

•공간·상담·사업화지원

•지원금	:	없음

•투자지원	연계

㈜르호봇

(위탁)

•입주	:	22

•규모	:	1,547㎡

•개관	:	’16.12월

서울산업

진흥원

(7)

창업지원	

센터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72)

•	예비·초기·	

성장기업

•	기술기반창업		

전반

•공간·상담·사업화지원

•지원금	:	없음

•판로지원	연계

SBA

(직영)

•	입주	:	44

•	규모	:	7,801㎡

•	개관	:	’09.9월

신기술

창업센터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	예비·초기·	

성장기업

•	기술기반창업		

전반

•공간·상담·사업화지원

•지원금	:	없음

•판로지원	연계

SBA

(직영)

•	입주	:	39

•	규모	:	9,270㎡

•	개관	:	’95.9월

DMC

첨단산업

센터

마포구

(매봉산로

37)

•	초기·	

성장기업

•	IT,	지식산업,	

연구개발업

•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	:	없음

•	인력채용	지원

SBA

(직영)

•	입주	:	33

•	규모	:	77,190㎡

•	개관	:	’0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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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기			관 소			재 지원대상 지원내용 운영기관 비		고

서울산업

진흥원

(7)

A-센터/

산학협력

센터

마포구

(매봉산로

37)

•	예비·초기·	

성장기업

•	기술기반창업		

전반

•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	:	없음

•	투자연계	서비스

SBA

(직영)

•입주	:	17

•규모	:	1,086㎡

•개관	:	’16.9월

A센터	

강남점

강남구

(삼성동

157-27)

•	초기·	

성장기업

•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	:	없음

•	투자연계	서비스

SBA

(직영)

•입주	:	10

•규모	:	1,369㎡

•개관	:	’18.3월

게임콘텐츠

센터

마포구

(성암로

330)

•	예비·초기·	

성장기업

•	게임기업

•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	:	없음

•	유통·판로지원	연계

SBA

(직영)

•입주	:	18

•규모	:	1,978㎡

•개관	:	’09.12월

애니메이션

센터

중구

(소파로

126)

•	예비·초기·	

성장기업

•	애니메이션	

기업

•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	:	없음

•	제작시설지원

SBA

(직영)

•입주	:	9

•규모	:	7,080㎡

•개관	:	’99.5월

서울디지털

재단

(1)

서울

앱비즈니스

센터

마포구

(매봉산로

31)

•		예비·	

초기기업

•		인터넷·	

모바일앱	기업

•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	:	없음

•앱	테스트기능	지원

㈜옴니텔

	(위탁)

•입주	:	35

•규모	:	1,224㎡

•개관	:	’16.4월

서울디자인

재단

(2)

DMC

창업센터

마포구

(성암로

330)

•	예비·	

초기기업

•	디자인	기업

•공간·상담·사업화지원

•지원금	:	없음

•홍보·마케팅	지원

디자인재단

(직영)

•입주	:	45

•규모	:	3,531㎡

•개관	:	’08.10월

패션창작

스튜디오

중구

(을지로

45길	43)

•	예비·초기·	

성장기업

•	패션디자인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기업당/연간)	:	

1,000천원~7,000천원

•	유통·판로지원	연계

디자인재단

(직영)

•입주	:	34

•규모	:	2,330㎡

•개관	:	’09.12월

여성

가족

정책실

(8)

여성

정책과

(6)

여성창업

보육센터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	예비·	

초기기업

•	여성기업

•공간·상담·사업화지원

•지원금	:	없음

•유통·판로지원	연계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미래

(위탁)

•입주	:	30

•규모	:	388㎡

•개관	:	’09.4월

강남구

(도곡역사

내)

•입주	:	15

•규모	:	743㎡

•개관	:	’13.4월

금천구

(독산로

50길	23)

(사)서울여성

노동자회

(위탁)

•입주	:	18

•규모	:	1,200㎡

•개관	:	’02.3월

노원구

(동일로

207길	50)

(사)한국

여학사협회

(위탁)

•입주	:	22

•규모	:	810㎡

•개관	:	’11.10월

마포구

(토정로	

35길17)

(사)행복중심	

생협연합회

(위탁)

•입주	:	17

•규모	:	362㎡

•개관	:	’11.1월

서울여성

공예센터

(더	아리움)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사)일상예술	

창작센터

(위탁)

•	입주	:	52

•규모	:	5,723㎡

•개관	:	’17.5월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2)

서울글로벌

센터

중구

(종로	38)

•	예비·	

초기기업

•	정주외국인

•공간·상담·사업화지원

•지원금	:	없음

•취업지원,	생활지원서비스 SBA

(위탁)

•	입주	:	13

•규모	:	711㎡

•개관	:	’08.1월

강남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예비·	

초기기업

•	정주외국인

•	공간·상담·사업화지원

•	지원금	:	없음

•	무역상담	지원

•	입주	:	3

•규모	:	122㎡

•개관	:	’1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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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교류공간(창업카페·꿈터 등)은 총 8개소로 주요기능은 창업상담, 인적네

트워크 구축, 각종 창업정보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현황-창업정보 교류공간(’18.6)

시제품제작소는 7개소로, 주요기능은 시제품제작을 위한 장비·공간 제공, 교육 운

영, 제품제작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현황-시제품 제작소(’18.6)

소관부서 기			관 소			재 운영기관 비		고

경제

진흥

본부

(6)

디지털

창업과

(5)

창업카페	숭실대점
동작구

(숭실대입구	역사	내)

숭실대

(위탁)

•규모	:	116㎡

•개관	:	’16.1월

창업카페	홍대점
마포구

	(월드컵북로	4길	77)

(재)홍합밸리

(위탁)

•규모	:	223㎡

•개관	:	’16.3월

창업카페	신촌점
서대문구

(연세로	50	지하보도)

연세대

(위탁)

•규모	:132㎡

•개관	:	’16.7월

창업카페	대학로점
종로구

(동승길	122-6)	

국민대

(종로구	위탁)

•규모	:	332㎡

•개관	:	’17.3월

창업카페	충무로점
중구

(충무로5가	8-8)

중구청

(직영)

•규모	:	297㎡

•개관	:	’18.4월

투자유치과

(1)
핀테크	아카데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금융투자교육원	6층)

금융투자교육원

(위탁)

•규모	:	1,447㎡

•개관	:	’18.2.21

여성

가족

정책실

(2)

여성정책과

(1)
서부여성발전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위탁)

•규모	:	308㎡

•개관	:	’02.12월

외국인	

다문화담당관

(1)

동대문	글로벌센터
중구

(마른내로	146)

SBA

(위탁)

•규모	:	230㎡

•개관	:	’15.10월

소관부서 기			관 소			재 운영기관 비		고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

(4)

디지털대장간
용산구

(청파로	83,	원효상가2층)

㈜엔피프틴

(위탁)

•규모	:	576㎡

•개관	:	’16.5월

성수	메이커스페이스

(성수IT센터	내)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SBA

(위탁)

•규모	:	328㎡

•개관	:	’15.9월

상상공작소

(개포혁신파크	내)

강남구

(개포로	416)

디지털재단

(위탁)

•규모	:	685㎡

•개관	:	’16.11월

성북	시제품제작소
성북구

(정릉동	227-199,200)

㈜디노마드

(용역)

•규모	:	87㎡

•개관	:	’17.5월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

메이커파크

(서울혁신파크	내)

은평구

(통일로	684)

(사)사회혁신

공간	데어

(위탁)

•규모	:	661㎡

•개관	:	’16.6월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1)

IoT	인큐베이션센터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72)

SBA

(위탁)

•규모	:	1,018㎡

•개관	:	’17.2월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1)

세운	메이커스큐브
종로구

(청계천로159)

㈜메타기획

컨설팅

(용역)

•규모	:	716㎡

•개관	:	’1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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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창업 인프라 현황

업종별 창업 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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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창업허브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서울창업허브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및 창업을 시작하

는 창업자들에게 창업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창업 인식 개선 → 창업 관심 → 창업 준비 단계별로, 또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예비 창업기업 → 초기 창업기업 → 창업 후 성장기업 → 글로벌 창업기업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시민대상으로 창업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창업 갤러리와 창업 정보자료실을 운

영하면서 창업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고, 다음 창업 관심 대상자에게는 창업교육을 하고 창

업생태계 리서치를 통한 창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

에게는 창업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 분야 지식과 일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그리고 타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통합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투자정보실과 예비 창업기업 지

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 창업기업에는 초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외식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에게는 ‘키친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 후 성장기업에는 창업 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글로벌 진출희

망 창업기업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창업허브의 우수 창업기업 육성 사업으로 창업기초 역량 쌓기, 창업 공간 및 보

육 서비스, 유망기업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한 창업자(팀)에게 사업 정착과 성공을 위한 

단계별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계별 밀착 지원 프로그램

3.

서울시의

소프트웨어적

창업	지원	현황

창업기초	역량	쌓기 창업공간	및	보육	서비스 유망기업	액셀러레이팅

•	신직업	스타트업	스쿨

•	캠퍼스	CEO

•	초기기업	컨설팅	지원

•	기술력	강화지원

•	서울창업허브

•	강서	스타트업	센터

•	구로	스타트업	센터

•	첨단/산학센터	DMC

•	성수	IT센터

•	액셀러레이팅	센터

•	우수	창업기업	발굴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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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업허브의 일반 시민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출처	:	서울창업허브	소개	팸플릿

창업인식	

개선

창업	

갤러리

•	4차	산업혁명	등의	창업트렌드	경험으로	

창업		인식	개선

·	3D프린팅	기술,	Industry	4.0,	VR	체험,	

소재존(약	100종)	등

·	창업	아이디어,	4차	산업혁명	공모전	기획전시	등

·	창업방법/성공스토리/TED	세미나,	초/중/고	

꿈길	프로그램	연계	교육

•	대상:	시민	누구나

•장소:	1층	창업갤러리

•운영시간:	월~금	(09~18시)

•	이용방법:	서울창업허브	

방문

창업정보

자료실

•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특화된	도서,	학술	DB	

등	전문	정보	제공

·	국내	학술	DB	제공(DBpia,	한국학술정보	등

·	양서	구비(단행본	1,000여	권,	E-Book,	매거진	

등)

•	대상:	시민	누구나

•장소:	2층,	창업정보자료실

•운영시간:	월~금	(10~18시)

•	이용방법:	서울창업허브	

방문

창업관심

창업교육

•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계별	전문	교육	

제공

·	기본/심화(마케팅,	디자인,	자금)/글로벌	

창업교육

·	소프트웨어공학,	IOS/안드로이드	개발	입문

·	기본	IR	실습,	IR	컨설팅,	글로벌	피칭

·	대시민	오픈	특강(트렌드	강연	등)

•	대상:	시민,	창업기업	등

•	장소:	9층	교육장,	10층	

대강당	등

•운영시간:	월~토,(10~22시)

			*과정별	시간표	온라인	안내

•	이용방법:	과정별	온라인	

신청

창업생태계	

리서치

•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	및	조사를	통해	

발전방향	제시

·	스타트업	생태계	인덱스	개발

·	스타트업	생태계	백서	제작

·	창업	트렌드	및	시장	조사

·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제언

•	발행	시기:	연중

창업준비

창업상담

센터

•	분야별	전문가가	창업상담을	통해	창업	

애로사항	및	문제해결

·	창업/경영	관련	1:1	전문가	자문:	창업절차	

기술/인증,	마케팅/홍보,	특허,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	대상:	시민	누구나

•장소:	1층,	창업상담센터

•운영시간:		월~금	(13~20시)	

토	(10~18시)

•	이용방법:	서울창업허브	

방문,	온라인	신청

창업

네트워킹

•	창업기업,	유관기관의	네트워킹과	투자	연계

·	스타트업	및	플레이어	DB	구축

·	스타트업	및	플레이어	1:1	매칭

·	스타트업	DB	사이트	운영

·	창업지원사업	통합	정보	제공(민간,	정부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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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예비 창업자 포함)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

*출처	:	서울창업허브	소개	팸플릿

예비	

창업기업

투자	

정보실

•	투자정보	및	투자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투자상담	제공

·	투자정보	제공:	투자역량	자기진단	서비스,	

투자정보	DB	등

·	투자정보	상담:	투자정보	보완,	후속지원,	

사후관리	등

•	대상:	예비/초기창업기업

•	장소:	2층,	투자정보실/

창업정보자료실

•	운영시간:

			투자정보제공:	월~금	(10~18시)

			투자정보상담:	화,목	(13~18시)

•	이용방법:	서울창업허브	

방문

예비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의	

구체화·검증·MVP제작	지원

·	1단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워크숍,	멘토링	

진행)

·	2단계:	사업화	검증(시제품/서비스	검증)

·	후속지원:	우수기업	대상	창업허브	입주기회	

제공

•	대상:	예비	창업자

•	모집시기:	4월/7월/11월	

공고(예정)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초기	

창업기업

키친	

인큐베이팅

•	외식업	예비	창업자의	창업교육,	실전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성장지원	프로그램:	외식업	관련	교육

·	공유/개별주방:	메뉴개발,	테스트	공간,	

제품판매,	유통	컨설팅	등

·	시장검증:	블라인드	테스트,	오픈	키친데이

·	HMR/모바일	스토어

•	대상:	예비/초기창업기업

•	장소:	3층,	키친	인큐베이팅

•	운영기간:	사업별	상이

			*홈페이지	참고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초기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	안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사무	공간:	4인실

·	바우처형	지원금:	1,000만원

·	지원서비스:	맞춤형	네트워킹,	멘토링,	

홍보·마케팅,	투자연계

•	대상:	창업	3년	미만의	

창업기업

•	입주기간:	최대	2년

•	모집시기:	4월/10월	

공고(예정)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창업	후	

성장기업

창업	후	

성장기업	

지원	

프로그램

•	우수	성장기업의	매출확대와	지속적	고성장	

서비스	지원

·	사무공간:	10인실/15인실

·	바우처형	지원금:	2,000만~5,000만원

·	지원서비스:	컨설팅,	지식재산권	확보,	

판로확대

•	대상:	창업	3년	이상~7년	

미만의	창업기업

•	입주기간:	최대	2년

•	모집시기:	4월/10월	

공고(예정)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글로벌	

창업기업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도시별	액셀러레이터	위탁	운영

·	글로벌	코디네이터의	기업성장	지원:	

정보제공/컨설팅,	투자유치,	판로확대,	

비자발급	등

•	대상: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허브	

입주/네트워크	기업	중	

선정)

•	지원기간:	최대	1년

			*	파견도시	및	기간	하반기	

공고(예정)

•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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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산업진흥원의 창업자 대상 교육 사업20)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창업자 대상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신직업 스타트업 

스쿨’, ‘예비창업자 육성프로그램’ 등이 있다.

1)신직업	스타트업	스쿨

실전교육·코칭·네트워킹·피드백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비 창업자들 대상 창업교육

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창업의 기본과 트렌드에 충실한 실전사례를 교육하

고 있다.

스타트업 교육기관 등의 제휴와 협력확대를 통하여 신직업 창출 스타트업 교육허브

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신속창업 및 지속성장 혁신기술 기반의 교육 제공을 통하여 수

료생에게 경쟁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 신직업 스타트업 스쿨 프로그램

20)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발췌

과정명 신직업스타트업	스쿨(린스타트업	특화과정)

과정특징

•	사업	아이디어를	5주	안에	고객이	원하는	제품/서비스를	내놓는	5주	완성	프로젝트

•	린스타트업	바이블	저자	KAIST	조성주	교수	직강과	싸이월드	창업자들이	함께	하는	

Summer	창업	팩토리

•서비스/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상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타트업	실전	훈련의	기회

지원대상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강소기업	임직원

모집인원 •	총	30명

참가비용 •	개인부담금	15만	원(환급	특전	참조)

교육일정 •	2018.7.17~8.14(5주)	매주	화요일	13~19시(6시간)	총	30시간

교육장소 •	SBA	신직업에듀센터(강남구	학여울역)

신청기간 •	2018.6.22.~7.14,	이메일로	신청

심사선정 •	7.15~7.16

문의처 •	(협)피플스노우	SBA교육담당

지원내용

•	실전교육/집중코칭/네트워킹/후속	프로그램	등을	통한	예비	창업자의	창업지원

•	실전교육	:	기업가정신/비즈니스모델링/투자유치/창의적사고/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	실전사례	교육

•	네트워킹	:	전문가/VC/액셀러레이터/유관기관	및	선후배기수가	협력	참여하는	

네트워킹	행사	개최

•집중	멘토링	:	서울창업허브	멘토단/파트너기관	등	연계	및	전문가	집중	멘토링

•	스타트업/강소기업	재직인재	교육과정

•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수요	기반	마케팅	마스터과정	및	신입사원	파워연수	과정

특전

•	교육	80%	이상	참여시	수료증	발급(SBA	대표이사)					

•우수	수료생	개인부담금	10만원	환급(20명	이내)

•전문가	1:1	멘토링	최대	3회	이상	제공,	매회	실습	멘토링	제공

•우수	수료생은	‘네트워킹	&	피칭데이’	시	피칭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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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 스타트업 스쿨 교육 프로그램(일정)

2)예비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허브릿지(Hub-ridge)	운영

서울산업진흥원은 대표 예비 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창

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검증하여 성공적인 초기창업으로 이어가는 단계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허브릿지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허브릿지(Hub-ridge)

서울시는 서울형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형 유망산업 육

성을 위해 원천기술 기반의 첨단 제조업, 첨단 비즈니스 서비스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구분 교육	내용

제1주

창업개론

(1강) 기업가정신과	리더십-기업가	정신과	창업과정	이해

(2강)	진단	오리엔테이션-참여자	사업	아이디어	소개	및	상호	토론

(3강)	사업개발	방법론-린캔버스를	통한	단계별	사업화	과정	설계

(4강)	UVP	제작-초기	고객의	문제정의와	차별적	해결책	제시

*	프로젝트	미팅-랜딩페이지	실습

제2주

1단계	문제/	

솔루션	적합성

(5강)	제품설계-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방법론

(6강)	프로토타이핑-개발방법론	이해와	프로토타이핑	제작

(7강)	시장검증-시장	검증을	위한	고객	미팅	및	인터뷰	전략	수립

*	프로젝트	미팅2-마케팅	계획서	실습

제3주

초기고객	개발

(8강)	고객정의-초기	고객군	정의	및	고객	관찰

(9강)	고객	프로세스	정의-고객여정을	관찰	추적해서	정의하는	방법	이해

(10강)	고객	개발	방법론-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정의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	프로젝트	미팅3-고객관찰	&	고객	여정도	실습

제4주

2단계	제품/		

시장	적합성

(11강) 서비스	설계-정보흐름,	화면	설계

(12강)	MVP	제작-오픈소스,	워드프레스,	앱,	웹	개발에	대한	이해

(13강)	소셜	마케팅-소셜	마케팅을	활용한	AARRR

*	프로젝트	미팅4-MVP	제작	실습

제5주

(14강)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고객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업	내외	

프로세스	설계	및	실행을	통한	검증

(15강)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16강)	사업계획서	작성-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	프로젝트	미팅5-사업계획서	&	데모데이	준비	실습

멘토링	&	네트워킹 *	1:1	밀착코칭	및	네트워킹	&	피칭데이	별도	진행

프로그램명 •예비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	허브릿지(Hub-ridge)

사업목적
•	예비	창업자(팀)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검증하는	액션러닝	방식의	

단계별(1~3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함.

모집대상

•	공고문상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기간	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팀)	또는	기창업자지만	기존의	사업	아이템과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자

모집분야 •서울형	지식서비스/서울형	미래성장동력/소셜벤처

대상자선정 •서면심사	-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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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산업 분야는 바이오·헬스·의료, 스마트팩토리, 전기·자율차, IoT 가전, 로봇, 

항공·드론, 스마트·친환경 선박, 프리미엄 소비재 등이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와 ESS, AMI 등이다. 

소재부품산업 분야로는 AR·VR,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이다.

서울형 유망 산업 육성 프로그램 일정

1단계 분야별 교육일정으로는 서울형지식서비스분야는 매주 토요일(10:00~17:00)

에, 서울형 미래성장 동력 분야는 매주 수요일(10:00~17:00), 소셜벤처 분야는 매주 화요

일(10:00~17:00)에 진행하고 있다.

최종 데모데이는 4개월간의 추진 정도,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 등을 발표하여 최종 

6팀을 선발하여, 서울창업허브 입주혜택, 초기 창업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기술 투자 및 

거래처 발굴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Sales Relations Festival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지원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명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정 사업화	검증 서울창업허브	입주	및	집중	

인큐베이팅

과정내용

창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검증하기	위한	고객,	

시장분석,	비즈니스	모델링	

등의	교육,	워크숍을	통해	

실전	창업	준비

수립된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	잠재고객	

대상	인터뷰,	시장조사와	

밀착	멘토링	지원

서울창업허브	입주	및	집중	

인큐베이팅:	서울창업허브	

입주(최대	1년	연장불가)	및	

서울창업허브	초기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내규에	따라	

추가	인큐베이팅	지원

지원대상
프로그램에	선발된	예비	

창업자(팀)

1단계를	이수하고	선발된	

예비창업자(팀)

2단계를	이수하고	선발된	

우수창업자(팀)

지원규모
100팀	내외

(분야별	20~40팀	내외)

30팀	내외

(분야별	7~10팀	내외)
6~7팀	내외

지원기간 2개월(2018.4말~6월	중순) 2개월(2018.7초~8말) 1년	(2018.9~2019.8)

선발방법 서류/대면	심사 지원분야별	자체	데모데이 창업허브	주관	데모데이

교육기간
2018.4.23.~6.15,	주	

6시간*8주

교육장소 서울창업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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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의 멘토링 운영 및 멘토링 양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

1)서울창업허브의	창업	멘토단	운영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에 2017년 개관한 이후 창업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시의 다른 보육 기관이나 시설들도 대부분 별도의 멘토 Pool을 보유하고 창업자 또는 창

업 상담자들에게 창업정보 제공, 자금지원 등의 업무와 함께, 상담, 멘토링 등을 통해 BM 

구축, 고객 개발, 판로지원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창업허브 창업멘토단은 2017년 3월에 약 100여 명의 멘토단으로 정기 상담을 해

오던 것을 2018년부터는 300여 명으로 대폭 멘토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멘토단은 전문분야와 일반경영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전문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인사노무, 특허 등 4개 분야이며, 일반경영분야는 기업가정신, 기술, BM/사업계획서, 디

자인/브랜드, 홍보/마케팅, 유통/수출, 글로벌 진출, 문화/콘텐츠, 정책자금 등 9개 분야

로 멘토들이 나누어져 있다. 멘토가 제일 많은 분야는 BM사업계획서, 홍보마케팅, 정책

자금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0시까지 상담가능하며, 상담 장소는 4

개 전문분야는 서울창업허브에서, 9개 경영분야는 창업카페 신촌점이나, 창업카페 숭실

대점에서 하게 된다.

멘티가 멘토지정 상담방법은 서울창업허브 상담신청 화면에서 특정 멘토를 지명하

고 날짜와 시간을 신청해서 매칭되면 해당 날짜 시간, 장소에서 약 2시간 상담하게 된다.

그러나 창업멘토단 운영은 온라인 매칭방식이고 특히 창업허브나 창업카페 등 지정

장소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하는 약한 수준의 상담에 그치고 있다.

2)서울산업진흥원의	멘토	양성	프로그램	-	희망설계아카데미

서울산업진흥원은 신직업에듀센터에서 시니어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린 청년 창업기

업 및 비즈니스 분야 자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희망설계아카데미’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설계아카데미는 정규과정으로 창업컨설팅(멘토링) 과정과 특별과정으로 전문

면접관 양성과정, 전문코치 양성과정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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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설계아카데미 내용(제10기 모집 기준)

※	전문면접관	양성과정의	경우,	하기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시	우대	

	 1)	법인,	기관,	단체의	인사	채용	관련	부서	관리자급	이상에	해당하는	업무	경력자	

	 2)	법인,	기관,	단체의	관리자급	이상으로	채용	면접에의	참여	경력자	

	 3)	상장법인	또는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인	또는	임원급	이상,	

	 4)	기타	위	조건에	상당하는	경력이	인정되는	자

희망설계아카데미 과정 안내

구분 내	용

모집대상
•	비즈니스	자문	및	멘토링에	관심	있는	자	(만	40세	이상)

·	서울시	주민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로서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인	자

모집부문

•	모집	부문:	서울소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자문활동	가능한	분야

·	경영관리,	인사,	홍보,	마케팅,	수출입,	생산관리,	재무/회계,	법무,	지식재산권,	사회적	경제	등

※	희망설계아카데미	기	수료생은	정규과정	외	특별과정에	한하여	지원가능

교육비 •	무료

선발인원·	

방법
•	과정별	30명(서류	및	면접심사)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	(SBA	홈페이지)

교육수료	후	

활동지원

•	교육	수료생	우수자에	한하여,	희망설계	아카데미	멘토	Pool	등록

•	역량	평가를	통과한	우수한	수료생은	창업가,	중소기업,	학생	등	대상	분야별	유료	

활동	기회	제공

•커뮤니티	활동	공간	및	시설	이용가능	(SBA	신직업에듀센터)

과정명
정규과정 특별과정

창업컨설팅(멘토링)	과정 전문면접관	양성과정 전문코치	양성과정

교육기간

4.19(수)~6.7(수)

주	2회(수,	금)

13:00~18:00

(1차)	5.8(월)~5.19(금)

주	3회(월,	수,	금)

13:00~18:00

(2차) 5.22(월)~6.2(금)

주	3회(월,	수,	금)

13:00~18:00

(1차)	4.17(월)~4.28(금)

주	3회(월,	수,	금)

13:00~18:00

(2차)	6.5(월)~6.16(금)

주	3회(월,	수,	금)

13:00~18:00

교육장소
SBA	에듀센터

(강남구	대치동)

(1차)	SBA	에듀센터

(강남구	대치동)

(2차)	서울	크리에이티브랩

(은평구	녹번동)

(1차) SBA	에듀센터

(강남구	대치동)

(2차)	서울	크리에이티브랩

(은평구	녹번동)

교육시간 60시간 30시간 30시간

교육내용

컨설팅	수행계획,	

정량적·정성적	기업분석,	

전략대안	및	실행계획	수립	등

창업기업	자문	및	멘토링	대비	

실습형	워크숍,	창업코칭	

실습	등

기업채용	동향	분석,	

면접관	자질과	역할,	

입사지원서	분석,	

유형별	면접	전략,	

지원자	평가	스킬,	

인터뷰	스킬	등

코칭의	개념,	코칭철학,	

코칭기법,	코칭스킬,	

코칭모델,	상황별	코칭실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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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설계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제9기	기준:	총	60시간	13일간(매주	화목,	1일	4~5시간	운영)

일차 구분 (시간)과목명-세부	내용

1 오리엔테이션

• (1H)과정	설명-	전체	과정	설명	및	교육운영	안내

• (2H)시니어와	사회공헌-경영자문	및	멘토링의	본질(개념,	영역,	목적,	방식	등)

• (2H)생애설계	워크숍(1)-워크숍	안내,	개인역량진단	및	평가

2

마인드	형성

•	(2H)시니어의	변화관리와	생애설계-시니어	변화관리,	생애설계의	이해

•	(2H)생애설계	워크숍(2)-자문	전문	분야	탐색,	재능기부	플랜	수립

3
• (2H)멘토링	활동	및	사례	소개(1)-청년	창업	자문활동	사례	중심

• (2H)생애설계	워크숍(3)-멘토링	플랜	수립

4

멘토링	전문	

지식	습득

• (2H)컨설팅	프로세스-컨설팅	단계별	프로세스	이해

•	(2H)컨설팅	실전	워크숍(1)-기업	선정	및	수행계획서	작성	등

5
•	(2H)경영분석-정성적	진단-내,	외부	환경분석	방법론

• (2H)컨설팅	실전	워크숍(2)-사례기업	환경분석	및	진단

6
• (2H)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활용-창업초기	기업을	위한	BM	도출

• (3H)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활용

7
•	(2H)전략	대안	및	실행계획	수립

•	(3H)컨설팅	실전	워크숍(3)-전략과제	및	대안	도출	실습

8

창업멘토	

역량	강화

• (2H)컨설팅	실전	워크숍(4)-사례기업	컨설팅	복서	작성/발표

•	(3H)최신	스타트업	생태계	이해-자문에	필요한	스타트업	동향,	트렌드

9
•	(2H)청년	창업기업의	이해-초기	창업기업의	특성,	창업닥터의	역할

• (3H)창업	시뮬레이션(1)-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도출

10
•	(2H)사회적경제	영역의	이해-사회적경제	조직유형,	사회공헌	커뮤니티	사례

•	(3H)창업	시뮬레이션(2)-사업	콘셉트	및	비즈니스	플랜	작성

11 • (4H)창업	시뮬레이션(3)-창업계획	실행	실습,	창업	시뮬레이션	조별	발표

12
자문활동	

실습

• (2H)멘토링	활동	및	사례	소개(2)-기업	컨설팅	자문활동	사례	중심	소개

• (3H)자문활동	실습(1)-실제	기업	CEO	면담	및	과제	파악,	창업기업	전략	작성

13
• (3H)자문활동	실습(2)-창업기업	전략	및	개선	대안	발표

• (1H)SBA	일자리	네트워킹	사업	설명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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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 플레어들의 의견조사21)

서울시는 2017년에 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서울시 창업지원환경에 

대해 창업 플레이어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플레이어들은 국내 창업지원 시설 인프라는 최

고 수준인데 반해 교육 및 보육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멘토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창업 민간플레이어들의 창업지원환경 전반에 대한 의견

전체 창업지원환경 중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국내 교육, 상담, 컨설팅 현황에서 ‘멘토의 부

족’이라는 의견이 모였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경영 관련 멘토링 상담 시스템 

수준은 우수한 편이나 일괄적인 멘토링 제공으로 멘토들은 스타트업에 실질적으로 요구하

는 세분화된 수준의 멘토링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국내 소수 창업주는 제공된 상담내용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 활동에 

4.

서울시	창업지원

환경	실태	조사	및

문제점

21)	서울산업진흥원,	2017	서울시	창업생태계조사(2017.11.30.)	p.89~97

세부	창업환경	

현황
플레이어	의견 개선	사항

창업지원	

대상(범위),	

분야(업종)	현황

•	정부	부처	간	창업지원이	너무	복잡	다양하여	

스타트업의	혼란	야기

•	스타트업은	원래	피봇팅(Pivoting,	사업	

방향전환을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으나	사업	

방향을	전환한	스타트업이	정부정책의	업력기준	

분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통합된	창업지원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

•	유망	업종	기업	대상,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적	

기업육성이	필요

교육,	상담,	

컨설팅,	멘토링,	

코칭	현황

•	멘토의	전문성에	따른	계층화가	부족하여	수준에	

맞는	멘토링이	어려움

•	스타트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	제공	

어려움

•	소수	창업주들은	제공된	상담내용을	불신하여	

상담내용을	자신의	사업	활동에	적용시키지	않음

•	국내	멘토링의	질적,	양적	부족

•	멘토별	전문성	수준에	맞는	

상담주제	매칭과	그에	맞는	

보상	필요

•	스타트업이	원하는	분야의	

멘토를	소개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시설	공간,	장비	

대여	현황

•	국내	창업지원	시설	인프라는	최고	수준

•	정부의	지원정책방향으로	인해	제조관련	분야	

업체의	시제품	및	양산	준비를	위한	시설	부족함

•	시설에	보육	관련	인력이	

항시	주둔하여	스타트업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필요

공모전,	

경진대회,	전시,	

박람회	등	

행사성	지원

•	정부지원의	지표	및	성과를	위한	형식적인	

행사로	행사의	실효성이	떨어짐

•	정부	부처	간	행사	중복으로	스타트업이	특정	

지원기관	행사준비	관련	부담이	가중됨

•	중복되는	유사	스타트업	

행사를	줄이고	실질적인	

창업자를	위한	행사기획으로	

행사	실효성	제고	필요

마케팅,	홍보,	

투자유치,	

글로벌,	유통		

지원	현황

•	스타트업이	마케팅,	홍보,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진출	단계까지	발전이	어려움

•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성과지표	관리	특성상	

장기적인	마케팅	홍보는	제한적임

•	마케팅	홍보	지원은	우수한	편이나	국내	시장에	

타깃팅	되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장애가	있음

•	마케팅	홍보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의	전문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민간	주도의	마케팅	

홍보활동	환경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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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렇듯 국내에서 제공되는 멘토링은 멘토의 양적 확보를 통해 다양하고 세분화된 멘토

링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편적 멘토링 제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인 ‘전문성을 갖춘 우

수 멘토링 인력을 초빙하기 위한 금전적 수당 제공’, ‘멘토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질적으로 스

타트업이 요청하는 전문적 멘토링 제공’에 대해 대다수 플레이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다.

국내 창업지원 인프라 수준은 아시아 타 국가 대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에 별다른 이

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디자인 분야의 플레이어의 의견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정책방향으로 

인해 제조관련분야 업체의 시제품 및 양산준비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업 보육 플레이어 관점에서 추가로 각 창업시설에 보육 관련 인력이 항시 주둔

하여 스타트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플레이어 전부 정부지원 행사가 기업체의 실질적 수요

보다 창업 지원의 성과지표 향상과 점검을 위한 활동으로 형식적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 부처 간 유사한 성격의 행사 개최가 많으며 스타트업은 특정 지원기관의 행사 준비

에 업체의 사업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중복되는 유사 스타트업 행사

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창업자를 위한 행사기획으로 행사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마케팅, 홍보, 투자유치, 글로벌 유통지원 현황에 대해 각 플레이어는 해당 지원의 필요

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마케팅 홍

보,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진출단계까지 발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짧은 지원기

간 특성상 스타트업은 중장기적 마케팅 전략 수립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마케팅 홍보 지원은 국내 시장에 타깃팅 되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장애가 있다. 따

라서 마케팅 홍보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전문 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한 민

간주도의 마케팅 홍보 활동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 플레이어들의 서울시 창업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

서울시	창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필요성

상 중 하

1)	교육/상담/컨설팅/멘토링/코칭	서비스	제공 ●

2)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전시장	등	시설	대관	서비스	제공 ●

3)	온오프라인	정보자료실	제공 ●

4)	시제품	제작	장비	대여	및	인력	지원 ●

5)	테스트	장비,	시설	및	환경	제공 ●

6)	기술개발	및	선행기술조사	지원 ●

7)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및	라이센싱	지원 ●

8)	국내외	시장	및	기술	트렌드	정보	제공 ●

9)	공모전/경진대회/데모데이/네트워킹데이	등	행사	지원 ●

10)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바이어	미팅	지원 ●

11)	마케팅/홍보/투자유치/글로벌	지원 ●

12)	자금지원 ●

13)	입주공간	제공 ●

14)	거주공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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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14가지 지원 프로그램 중 스타트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

그램에 대한 플레이어의 응답빈도와 추가의견을 종합하여 필요성을 도출한 결과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원 프로그램은 위의 표와 같이 ‘자금지원’, ‘입주공간지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금지원은 창업 시 창업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항목으로 플레이어의 의

견 비중이 높았으며 입주공간지원 또한 고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창업주들의 수요 높은 지원

항목으로 플레이어 대다수 해당 프로그램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지원프로그램으로 거주공간제공과 행사지원, 정보자료

실 제공지원 프로그램으로 꼽혔다. 행사지원은 행사 참가의 부담을 가중하며 정보자료실 제

공지원은 기존 도서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해당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서울시 자체의 홍보 방향의 재고와 개선이 

요구된다.

각 분야 플레이어들의 의견에 따르면, 창업교육 분야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

업 전공 교수의 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창업 멘토 교육 시스템이 가장 주요한 문제로 꼽혔

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교육의 질적 개선과 창업단계별 맞춤형 교육, 창업 가

이드 지원으로 멘토 교육의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교

육에 대한 매뉴얼로 창업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교육 플레이어 대한 실제적인 예비창업 

훈련을 통해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창업 플레이어들의 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보육 분야의 플레이어는 멘토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수준의 멘토링을 제공하지 못

하는 것으로 다음 표와 같이 의견을 전했다. 또한 멘토의 전문성이나 수준에 맞는 차등화된 

수당을 제공해야 하나, 수당 지급체계의 미확립으로 인해 기업의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멘

토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준 있는 멘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멘토의 교육 투자’, ‘실무 전문가 또는 협업 파트너 

네트워크 확대’라는 보육 분야 플레이어의 의견이 있다.

분야 애로사항 향후	개선	방향

교육

분야

	[창업교육의 취약성]

•	창업	전공	교수	부족	및	비체계적	창업교육	

시스템

[교육의 질 제고]

•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	창업가이드	

지원으로	멘토의	교육	수준	제고	필요

•	창업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병행한	교육을	

실시로	창업교육의	질적	제고	필요

	[교육시스템 확립]

•	멘토링	매뉴얼	북으로	교육	커리큘럼	방향	

설정

[교육의 수준 향상]

•	교육	플레이어의	예비창업	훈련을	통한	

교육	수준	향상

•	교육과	보육을	병행한	실무적인	멘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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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플레이어들의 보육 분야에 대한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지식 분야 플레이어의 의견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이 최근 지식재산 이슈가 언론에서 

자주 다루어지며 관련 교육, 간행물 지원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현장에서는 지식재산의 낮은 구체적 인지 수준을 보이며 그 활용목적에서도 분쟁

대응 등의 어느 한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해선 지식재산 플레이어들이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규모 기업의 지식

재산 지원 방향으로서 분야별 특허장벽을 분석하여 가이드 제시로 서비스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플레이어들의 지식분야에 대한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디자인분야 플레이어는 다음 표와 같이 제조분야 스타트업의 양산을 고려한 실무 경험

이 있는 멘토 집단이 부족하다고 반응하였다. 현재 스타트업은 시제품을 생산할 때 관련 지

식이 없어 자사 제품 아이디어를 온전히 구현하는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조 분야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디자인 분야의 플레이어는 교육을 통해 스타트업의 제품 개발 시 확장된 사고를 가능하

게 독려하며 시제품 제작 장비 지원과 관련 업계 멘토링 네트워크 확보 및 디렉토리북 제공

으로 스타트업 제품양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야 애로사항 향후	개선	방향

교육

분야

[멘토링 예산 사용방법]

•	기업의	성장	단계에	불충분한	멘토링	수준	

•	멘토의	전문성	수준에	맞는	비용	지급	체계	

미확립

[멘토링 교육 투자]

•	멘토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투자

[보육환경 개선]

•창업보육	민간주도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창업보육	분야	멘토링	기업	수,	업종	활성화

[보육 네트워크 확대]

•	마케팅,	영업	등	실무	전문가	또는	협업	

파트너	네트워크	확대

분야 애로사항 향후	개선	방향

지식

분야

[낮은 지식재산 정보 활용도]

•	특정	산업분야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식재산	관련	정보	

활용도는	낮은	편

[서비스 경쟁력 제고]

•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제공	서비스	경쟁력	제고



058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059 하나, 지원사업분과

창업 플레이어들의 디자인분야에 대한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창업 플레이어들의 창업투자분야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정부투자 대비 민간의 건전한 자본투자와 자율적 투자 활성화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 투자자는 특정시기에 유행하는 업종, 종목에 투 자 자금이 편중되는 성향이 

있어, 특정 업종에는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엔젤 및 벤처투자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엔젤 및 벤처투자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

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서 다른 민간 기

업으로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정부 의존적인 스타트업 사업행태를 개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의 전문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분야별 전문화된 투자그룹 형성을 통해 해

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창업 플레이어들의 투자분야에 대한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나. 스타트업 기업체 조사22)

기업체 206명(서울시창업지원센터 내 입주 154명(방문조사 118, 온라인 조사 36), 센

터 외 52명(온라인조사 51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창업지원 환경에 대해 긍정적이나 

애로사항이 많다고 대답하고 있다. 

특히 자사 제품의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조사 방법에 대해 명확한 

조사항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목표 고객에 대한 실제 시장조사는 잘 안 이루어지

고 있으며, 전문가(멘토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분야 애로사항 향후	개선	방향

디자인	

분야

	[교육환경]

•	제조	분야	스타트업의	양산을	고려한	

실무경험이	있는	멘토	집단	부족

•실무	경험자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교육환경 개선]

•	스타트업이	양산	이후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제공

[업계 네트워크 확대]

•디렉토리	북(연락처	목록)	확보

분야 애로사항 향후	개선	방향

투자	

분야

	[민간 자율적 투자 활성화 부족]

•	민간의	자율적	투자	활성화	부족

[높은 유형의존도]

•유행	의존도가	높은	투자성향

[전문성 결여]

•엔젤/벤처	투자자의	전문성

 [민간투자 확대]

•	민간	자율적	투자	활성화

•기업에서	기업으로의	민간	투자	활성화

[투자자 전문성 확보]

•산업	분야별	전문화된	투자그룹	형성

22)	서울산업진흥원,	2017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2017.11.30.).	pp.10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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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자 특성은 창업형태는 대개 단독창업(77%)이고 대표자 연령은 40대

(40%)와 30대(36%)가 주류이고, 대표자 전공은 공학계열(45%) 인문사회와 상경계가 각 

18%이며 창업 이전 경력은 연구개발직(34%), 전략기획(29%), 마케팅 영업(23%)이었다.

스타트업 일반현황은 회사 업력은 1~2년 이하(40%), 3~4년 이하 33%, 5년 이상 

28%이었고, 직원 규모는 2~5인 (46%), 6~10인(26%), 11인 이상(16%)이었으며, 1인 13% 

등 평균 7.2명이었다. 주요 타겟 시장은 B2B(51%), B2C(40%)이고 주 사업 분야는 플랫폼

(38%), 하드웨어 제조(24%), 응용소프트웨어(17%), 콘텐츠(9%)이며, 자사 생산제품 유형

은 완제품(76%), 부품/반제품(24%)이었다. 제품기획 시 디자인, 특허 인력 참여비율은 

72%, 제품 설계 시 양산 및 가격경쟁력 고려하고 있는 비율이 96%이다.

창업기본 정보로는 처음 창업(70%)이 대부분이고, 재창업(30%)의 경우 재창업 사유

는 수익성 부족(44%), 신규 사업 진출(31%), 기존 사업 확장(15%) 등이 이유였다. 사업아

이템 선정 시 고려사항은 시장조사(39%), 평소 관심 분야(39%), 트렌드조사(27%), 사용

자 조사(26%) 등이었다.

창업 시 순수 자기자본금 규모는 3천만 원 미만(43%), 3천만~1억 원 미만(31%) 1억 

원 이상(16%) 이었고, 창업자의 핵심역량으로는 사업기획역량(82%), 기술 역량(71%), 자

금조달 역량(62%), 창업가정신(41%) 등으로 응답했다.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수준으로는 창업 이후 외부자금을 대부분 조달한 적 있으며

(76%), 외부자금 조달처로는 기보/신보 (53%), 정부 부처 (45%), 엔젤투자·액셀러레이터

(34%), 은행(32%) 등이었으며, 향후 외부 자금조달 희망처로는 정부부처(30%), 벤처캐피

털(28%), 엔젤·액셀러레이터(22%), 기보/신보(12%), 은행 (7%), 크라우드펀딩(7%)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희망 자금조달 규모는 1~5억 원(36%), 5~10억(26%), 10억 이상(24%)인 반면에 

1억 미만은 15%에 불과하다. 엔젤·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 만족(66%), 보통(30%), 불만

(3.8%)(평균 3.9점)이었으며, 벤처캐피털 투자유치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는 만족

(57%), 보통(43%)(평균 3.7점)으로 대답하였다.

출구전략 계획으로는 M&A(28%), 기업공개(IPO)(21%), 출구전략 미수립(26%) 상

태이다. M&A 목표기업이 있다고 대답한 기업이 59%, M&A 목표기업에 관해 파악 내용

으로는 시장진출 국가 88%, 경쟁업체 상황 78%, 현재 사업 범위 69% 등이었으며, M&A 

목표기업에 대한 자사 아이템 강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업비전 및 로드맵 달성에 도움 

70%, 글로벌 사용자 흡수 및 네트워크 효과 강화 58%, 신기술 확보에 도움 39%, 중장기 

선행연구개발 수요 충족에 도움 36%로 대답했다.

목표시장과 성장 수준별로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는 이미 대부분 출시했으며(77%), 

매출실적(95%)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은 대부분 국내(89%)였으며, 현재 국내외 진출시장

으로는 국내 90%, 북미 20%, 동남아 19%, 동북아 15%, 유럽 12%이며, 진출 준비 중인 시

장도 북미 34%, 동남아 33%, 동북아 26%, 유럽 25%순이었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방법으로는 데스크 리서치 53%, 직접 현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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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KOTRA 등 활용 26%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해외진출자금 

확보 29%, 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 파악 25%, 해외진출 전문 인력 확보 23%, 규제 및 인허

가사항 파악 15% 순이었다.

자사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결정 방법으로 경쟁업체 가격 참고(42%), 원가기반 마진

(21%), 시장가격·사업전략 감안(20%)로 나타났다.

자사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일정 결정은 사업전략 및 개발 로드맵에 따라(43%), 출시

가격, 시장요구 출시일정의 종합적 고려(30%)로 나타났다. 자사제품 및 서비스 공개 전 지

식재산권은 61%가 등록한 것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대부분 국내 특허가 대부분이고 해

외 특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출원 완료 건수로는 국내는 특허 45%, 실용신안 5%, 디자인 14%, 상표 40%

로 나타났고, 해외는 특허 7.8%, 실용신안 1.5%, 디자인 1.5%, 상표 6.8%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등록 완료건수는 국내, 특허 1.3건, 상표 0.9건, 실용신안 0.1건, 디자인 

0.3건, 해외는 특허 0.2건, 상표 0.2건으로 나타났다.

창업생태계 및 지원정책 인식 즉 국내의 스타트업 환경 인식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지원정책상 미흡한 부분으로 신뢰성 있는 전

문가 및 멘토가 부족함을 29%로 제시하고 있다.

창업생태계 및 지원정책 인식-국내의 스타트업 환경 인식

분		야 조사	결과

시장의	충분성 긍정	26%,	보통	45%,	부정	29%(평균	3.0)

필요인력	채용	용이성 긍정	30%,	보통	31%,	부정	38%(평균	2.9)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용이성 긍정	31%,	보통	25%,	부정	45%(평균	2.8)

전문	컨설팅	용이성 긍정	28%,	보통	37%,	부정	34%(평균	3.0)

스타트업	커뮤니티	및	이벤트		활성화 긍정	22%,	보통	47%,	부정	31%(평균	2.9)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 긍정	29%,	보통	42%,	부정	29%(평균	3.0)

적은	비용으로	인프라	사용 긍정	30%,	보통	36%,	부정	34%(평균	3.0)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형성 긍정	35%,	보통	23%,	부정	42%(평균	2.9)

스타트업	임직원의	삶의	만족도 긍정	32%,	보통	28%,	부정	42%(평균	2.9)

충분한	Exit	기회 긍정	34%,	보통	24%,	부정	42%(평균	2.9)

기업친화적인	관련	법률	및	제도 긍정	28%,	보통	37%,	부정	36%(평균	2.9)

스타트업	사업영역의	다양성 긍정	38%,	보통	35%,	부정	27%(평균	3.1)

국내	스타트업은	우수한	비즈니스	역량	보유 긍정	30%,	보통	42%,	부정	28%(평균	3.0)

국내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창업가	정신	보유 긍정	26%,	보통	52%,	부정	22%(평균	3.1)

국내	스타트업	전반적	평가 긍정	26%,	보통	38%,	부정	36%(평균	2.9)

국내	스타트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관계자
창업투자	40%,	창업보육	33%,	창업교육	13%,	

지원시설	11%,	전문서비스(특허/법률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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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원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순서로는 아래 표와 같이 마케팅/홍보/투자유

치, 글로벌 지원이 58%로 가장 높게 났으며, 시제품 제작, 장비대여 및 인력지원 40.4%, 

회의실 등 시설 대관 서비스 제공 33.5%, 특허상표 출원 및 라이센싱 지원 31.0%, 교육/

상담/컨설팅/멘토링/코칭 서비스 28.6% 순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지원 우선순위 인식

기타 창업시설 평가에 대해서는 주거형 창업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어봄

(31%), 들어본 적이 있음(50%), 잘 알고 있는 창업가는 19%였다. 주거형 창업시설 입주가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4%, 보통 30%, 부정 16%(평균 3.5)이었고, 향후 

주거형 창업시설 입주의향 있는 사람이 47%, 보통 27% 부정 26%(평균 3.3)로 주거형 창

업시설에 대해 긍정적이고 입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서울시의 멘토링 시스템 현황과 문제점

멘토링 시스템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서울 창업허브를 통하여 300

여 명의 멘토단을 구성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멘토단은 법률, 

세무회계, 인사노무, 특허 등 4개 전문분야와 기업가정신, 기술, BM 사업계획서, 디자인 

브랜드, 홍보마케팅, 유통수출, 글로벌 진출, 문화콘텐츠, 정책자금 등 9개 일반경영분야

로 멘토가 구성되어 있다. 

5.

서울시	창업지원

시스템	개선점

분		야 조사	결과

기업	경영관련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한	분야

마케팅/영업	35%,	재무/회계/법무	20%,	

연구개발/품질관리	18%,	전략/기획	18%,	

인사/노무	8%

스타트업	지원정책	만족도 만족	29%,	보통	52%,	부정	19%(평균	3.1)

스타트업	지원정책	상	미흡한	부분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류	및	절차	복잡	67%,	

투자성과에	대한	확인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함	46%,	

지원부서	및	지원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헷갈림	36%,	

스타트업	장려	및	실패시	인식개선	활동	부족	30%,	

신뢰성	있는	전문가/멘토가	부족	29%

상위	5개 하위	5개

•	마케팅/홍보/투자유치,글로벌·지원	.......	58.0%

•시제품	제작,	장비대여	및	인력지원	...........	40.4%

•회의실	등	시설	대관	서비스	제공	...............	33.5%

•특허상표	출원	및	라이센싱	지원	................	31.0%

•교육/상담/컨설팅/멘토링/코칭	서비스	...	28.6%

•	온,	오프라인	정보자료실	................................	3.9%

•공모전/경진대회	등	행사지원	.....................	13.8%

•국내외	시장,	기술	트렌드	정보	제공	...........	14.3%

•테스트	장비,	시설	및	장비	제공	...................	25.1%

•기술개발	및	선행기술	조사	지원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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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 스타트업 스쿨에서는 파트너 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들이 집중 멘토링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피칭데이를 위한 1:1 밀착 코칭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특별히 희망설계아카데미를 통해 비즈니스 자문 및 멘토링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울시의 멘토링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행한 ‘2017 서울시 창업생태계조사

(2017.11.30.)’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2017 서울시 창업생태계조사에 나타난 멘토링 관련 의견 요약

※	기업체(창업기업	종사자)	조사	대상	206명의	세부	내역

	 서울시창업지원센터	내	입주	154명-방문조사	118,	온라인	조사	36),	센터	외	52명(온라인조사	51명)

나. 서울시의 멘토링 시스템의 개선점

2017년 서울시 창업생태계조사에 나타난 멘토링 관련 의견 요약을 통해 볼 때 다음

과 같은 개선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목표 고객에 

대한 실제 시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멘토링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 성장 단계에

서는 투자 전문가들에게 매력적인 창업기업으로 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문 멘토링이 필요

구분 멘토링	관련	조사	응답	의견

창업

플레이어들의	

의견

1)	멘토의	전문성에	따른	계층화가	부족하여	수준에	맞는	멘토링이	어려움

2)	스타트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	제공이	어려움

3)		이로	인해	소수	창업주는	제공된	상담내용을	불신하여	상담내용을	자신의	사업	

활동에	적용하지	않음

4)	국내	멘토링의	질적,	양적	부족함

5)		일반적인	기업경영	관련	멘토링	상담	시스템	수준은	우수한	편이나	일괄적인	멘토링	

제공으로	멘토들은	스타트업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세분화된	수준의	멘토링을	

제공하지	못함

6)		교육	부문에서는	창업	전공	교수	부족	및	비체계적	창업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의	질	

제고	필요

7)	창업	단계별	맞춤형	교육	창업	가이드	지원으로	멘토의	교육	수준	제고	필요

8)	멘토링	매뉴얼	북으로	교육	커리큘럼	방향	설정	필요

9)	보육	부문	플레이어들의	의견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불충분한	멘토링	수준	

10)	멘토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투자	필요

11)	제조	분야	스타트업의	양산을	고려한	실무경험이	있는	멘토	필요

창업기업	

종사자들의	

의견

1)		특히	자사	제품의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조사	방법에	대해	명확한	

조사항목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목표	고객에	대한	실제	시장조사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멘토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창업생태계	및	지원정책	인식	즉	국내의	스타트업	환경	인식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지원정책상	미흡한	부분으로	신뢰성	있는	전문가	및	멘토가	부족함을	29%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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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둘째,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전문 멘토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전문적인 양

성 과정과 실습 및 지속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 부문 플레이어

들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 전공 교수의 부족과 교육 시스템의 체계성 부족 문

제는 국내 창업대학원 들과 협업하는 것을 통해 그 해결 방법을 찾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멘토링 매뉴얼 북과 멘토 역량 강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멘토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특별히 제조 

분야 스타트업의 양산을 고려한 실무경험이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과 동일하게 최근 4차 산업혁명 분야 융합 신기술 실무 경력을 갖춘 멘토를 양성하도록 

서울시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이상의 멘토링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멘토 역량을 강화하고 적합한 멘토-

멘티의 매칭 지원 등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멘토링 운영국이 필요하다.

가. 린 론치패드 (Lean Launchpad)의 등장 배경

매년 국가 사회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창업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창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창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확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즉 창업 시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으며 창업시장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창업

의 Business Cycle 안에서 성공이라는 종점에 도달한 창업자들은 많지가 않다. 선진국

인 미국에서도 창업기업 중 성공확률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입증

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2년 창업진흥원이 조사한 ‘창업기업이 고용 창출 및 국가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 창업하여 2010년까지 생존 기업 수와 생존

율은 다음 표와 같이 시간 흐름에 따라 창업기업의 수와 생존율은 감소하고 있다. 창업한 

지 3년 후에는 약 55%가 생존하고, 7년 후에는 약 32%, 10년 후에는 약 24%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미국	Stanford	대학의

Lean	Launchpad

프로그램23)

제3절. 창업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국내외 사례

23)	황보윤	외(2018),	기업가정신과	창업,	이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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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생존율 추이

*자료:	창업진흥원(2012)

2014년 미국의 벤처캐피털 전문조사기관인 CB insights에서 실패한 스타트업 10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장이 원하지 않

는 제품’으로 사업화를 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결국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가장 기본조건은 ‘고객이나 시장이 원하

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자들은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업모델을 산업현장에 나가서 고객과 검증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

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고객을 확인하고 고객에 대한 분석과 고객이 원하는 제품

을 출시하기 위해 초기 창업기업에는 고객 개발 방법, 고객 확인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스티브 블랭크(Steve Blank)의 Lean Launchpad 방법론

국내외 대기업들은 시장과 고객들을 통해 검증된 사업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

(MBA)과 자본이 있지만, 창업기업들은 자금, 인력 그리고 시장에 대한 채널이 부족하여 

시장검증을 대기업처럼 하기에는 너무 주변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기업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과 고객을 통한 비즈니스 검증

을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제품/서비스 개발 시작 전, 그리고 제품/서

비스 개발 중에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시장 현장에서 고객과 체계적으로 검증

구분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전체
생존율 1.00 0.84 0.67 0.55 0.46 0.39 0.34 0.30 0.26 0.25 0.24

폐업율 0.00 0.16 0.33 0.46 0.54 0.61 0.66 0.71 0.74 0.75 0.76

산업별

제조업 1.00 0.97 0.87 0.77 0.68 0.62 0.56 0.50 0.45 0.43 0.44

서비스 1.00 0.80 0.66 0.53 0.44 0.37 0.32 0.28 0.26 0.24 0.22

1인창조 1.00 0.87 0.71 0.59 0.50 0.44 0.39 0.34 0.30 0.29 0.28

혁신형 1.00 0.89 0.75 0.63 0.54 0.48 0.42 0.37 0.33 0.32 0.32

규모별

1인 1.00 0.84 0.67 0.56 0.48 0.42 0.37 0.32 0.29 0.28 0.26

5인	미만 1.00 0.83 0.65 0.53 0.44 0.38 0.32 0.28 0.25 0.23 0.22

5인	이상 1.00 0.93 0.81 0.69 0.59 0.53 0.47 0.42 0.39 0.39 0.38

지역별
수도권 1.00 0.84 0.67 0.55 0.46 0.39 0.34 0.29 0.26 0.25 0.23

비수도권 1.00 0.84 0.67 0.55 0.46 0.39 0.34 0.30 0.27 0.26 0.24

조직별
개인 1.00 0.83 0.66 0.53 0.44 0.37 0.32 0.28 0.25 0.23 0.22

법인 1.00 0.97 0.89 0.80 0.72 0.66 0.61 0.56 0.53 0.57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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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 방법의 목적은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모델을 찾는 것이다.

스티브 블랭크 교수는 창업기업이 사업모델 가설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모델

을 검증하는 방법론인 ‘Lean Launchpad Class’를 UC Berkeley에서는 2002년부터, 

Stanford 대학에서는 2010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Lean Launchpad Class는 현재 10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창업기업의 교육 교재로 사용되어 온 ‘사업계획서를 작

성하는 방법’ Class를 대체하는 등 창업기업의 고객 개발을 통한 사업모델 검증기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스티브 블랭크 교수의 Lean Launchpad 방법론은 최초의 스티브 블랭크 교수

의 고객 개발론을 발전시켜, Alex Osterwalder(비즈니스모델 캔버스 창시자)와 Eric 

Ries(Long-Term Stock Exchange, The Lean Startup)를 거치면서 대중적으로 발전

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

Lean Launchpad Model development

스티브 블랭크 교수가 2002년부터 Berkeley University에서 강의한 ‘Customer 

Development Process’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Customer Discovery (Phase Ⅰ, 고객 개발) 단계로 주로 고객의 문

제/요구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증하는 절차이다. 

두 번째는 Customer Validation (Phase Ⅱ, 고객 검증) 단계로 지속 성장 가능 사업 

검증을 통해 시장 위치를 확보하여 초기 판매까지 준비하게 된다. 

세 번째는 Customer Creation (Phase Ⅲ, 고객 창조) 단계로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영업을 준비하고 수요 창출을 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Company Building (Phase Ⅳ, 회사구축) 단계로 검증된 사

업계획서를 만들고 회사문화 및 조직을 구성하여 회사의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으로 발전

한다. 

즉, 1~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객 개발 프로세스를 아래 그림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여기서 단계마다 성공/실패의 테스트를 통해 Customer Discovery의 프

로세스를 검증하면서 비즈니스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다.

Steve	Blank Alex	Osterwalder Eric	Ries

2005,	“The	Four	Steps	to	the	

Epiphany”

2010,	“Business	Model

Generation”
2011,	“The	Lean	Startup”

Customer	Development

2002년부터	4단계로	강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개발

Customer	Development에

Agile	Developmen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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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Development Process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에서는 고객 개발과 고객 검증을 통해 도

출된 시장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수차례 피봇팅(Pivoting, 사업모델 전환)을 하면

서 고객 검증을 통한 비즈니스를 지속성장 가능한 상태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린 론치패드(Lean Launchpad)는 스티브 블랭크 교수를 통해서 미국 전 지역에 광

범위하게 발전하여 갔으며, 2011년에는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창업기업 고객 검증 및 고객 개발의 교과서로 자리 잡으며 발전

하여 갔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로는 제품 콘셉트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제품의 콘셉트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험과 고객들로부터 피드백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하게 된다. 즉, 기업이 

자체 정보만을 가지고 제품 콘셉트를 정하게 되면 결국 고객과 시장검증을 하지 않음으로

써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두 번째 단계로는 전 단계에서 결정된 제품을 실제로 개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도 마찬가지로 고객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개발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제품에 대한 테스트 단계이다. 우선 테스트는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내부인력을 활용한 알파 테스트와 실사용자 중심의 베타 테스트의 방

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테스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오류 및 제품 UI 개선 등 여러 가지를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영업망과 마케팅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

고 매출증대의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화단계를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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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일반 기업들은 신사업이나 신제품을 개발할 시에 자체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게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대부분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해당 기술력과 노

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서 실

행이 가능한 방법이며, 아직 시장진출 경험이 없는 일반 창업기업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

는다.

창업기업의 최초 사업모델은 검증되지 않는 다양한 가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창업

기업이라는 조직은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모델을 찾는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시장과 고객

을 가정하여 다양한 모델을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다. 즉, 초기 창업기업일수록 아직까지 

자신들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에서 추진하는 사

업의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질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

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기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반기업의 신제품 프로세스

를 창업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대기업에는 마케팅, 회계, 인사, 총무, 영업, 개발, 연구 등 다양한 부서가 있

는 데 반하여 창업기업은 그러한 부서의 축소판이 아닌 고객팀과 개발팀으로 구성하여 

빠르고, 집중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반영/개발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되면 비로소 임시조직이었던 창업기업이 일반 기업처럼 부서를 

체계화하여 실제 기업이 되는 것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된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Business Model Canvas 의 9가지 구성요소의 대부분이 가설(Guess) 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설들을 사실(Fact)로 검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창업기업이 고객 개발 프

로세스를 통해 해야 할 과제이다.

Business Model Canvas 가설검증

가설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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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가설검증의 방법 중에서 미국에서 Lean Launchpad Program을 활용

하여 사업모델 검증 및 기업가 교육교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이 바로 Steve Bla

nk 교수의 ‘고객 개발 프로세스’이다.

1)	4단계	고객	개발	프로세스

Steve Blank 교수가 개발한 4단계 창업 프로세스인 Customer Development Proc

ess 는 고객발굴, 고객 검증, 고객 창출, 기업 설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기업의 고객 개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발굴과 고객 검증 프로

세스이다. 일반기업이 아닌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

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타깃 고객을 설정하고 그 고객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고객을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것인지 등

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이다.

Steve Blank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고객 개발 4단계로 크게 나누어 비즈니스 모델 

검색단계와 비즈니스 모델 실행단계의 2단계로 그룹핑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1단계인 

고객 발굴과 2단계인 고객 검증은 비즈니스 모델 검색단계이고 3단계인 고객 창출과 4단

계인 기업 설립은 비즈니스 모델 실행단계로 그룹핑이 된다.

Steve Blank의 Customer Development 4단계

그러면 창업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창업 4단계 프로세스인 ‘Customer Develop

ment’에 대한 단계별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객	발굴	(Customer	Discovery)

고객 발굴단계에서는 창업가는 자신의 비전으로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가설

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한다. 이 때 창업가는 현장에 나가 가설을 

검증하고, 고객의 반응을 살펴 고객 피드백을 통해서 통찰(Insight)을 얻고 비즈니스 모

델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객 개발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의 목

표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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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보에 어두운 고객들이 필요로 하고 공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바로 

창업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고객 발굴의 성공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개의 

과정이 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는 고객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고객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고객 발굴 목표와 핵심 실천과제

②	고객	검증	(Customer	Validation)

고객 검증에서는 고객을 다수 확보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창업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면서 이런 모델이 반복되고 

확장이 가능한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여 투자 

효과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 검증을 통해서 창업기업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정 중의 하나가 바로 검증 후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일즈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다. 

제품의 판매방안, 마케팅팀 구성 계획,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수립 등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일즈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로드맵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초기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검증을 확인해봐야 한다.

③	고객	창출	(Customer	Creation)

고객 창출의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1~2단계

를 거쳐서 검증되어 발굴된 고객들에게 적절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면서 비즈니스를 확

장하는 단계이며 창업기업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

기이다. 

창업기업의 유형에 따라 고객을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업종이나 사업영역의 성격에 따라 고객을 확보하고 마케팅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대해나

가는 것이다. 

고객	발굴	수행목표 실천과제

현장에서	직접	고객과	접촉

•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들의	문제와	열망을	

해결해	줄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	고객의	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습관	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관찰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고객	발굴에	대한	

비전과	목표와	부합하는

고객과	제품	발굴

•	고객은	창업가의	비전에	매료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것임을	인지한다.

•	고객	발굴	과정은	비전과	수요의	최적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임을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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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업	설립	(Company	Building)

위에서 언급한 1~3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창업기업이 확장과 반복 가능한 비즈

니스 모델을 찾을 때 창업기업의 초기 모델은 점차 사라지고 기업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바로 4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창업기업의 조직은 최적의 기회를 찾기 위한 형태로 진화하

게 된다. 

2)	고객	개발	프로세스	구성요소

고객 개발(Customer Development)은 스티브 블랭크(스티븐 게리 블랭크)가 주장

한 모델로서,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을 위한 리스크 감소 방법론이다. 제품뿐만 아니

라 고객도 개발/개선의 대상이라는 것에 착안한다. 고객 개발은 창업기업이 단지 대기업

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은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인 고객과 끊임없는 접촉, 제품을 가능한 한 빨

리 출시하며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 및 개선을 반복(iteration)해 나가면서 고객의 피드백

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고객 개발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고객 개발의 초점

고객	발굴	수행목표 실천과제

현장으로	나가라	

(Get	out	of	Building)

•	매우	소수의	기술	창업기업만이	기술	부족으로	실패한다.	그들	대부분은	

고객이	없어서	실패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고객(또는	잠재적인	

고객)에	대해서	알려는	기초적인	시도를	너무나	늦게	시작한다.	고객	

대신에	제품이나	기술에	집중하게	되기	쉽다.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은	의견	

(Opinion)이다.

시장유형	

(market	type)

•	시장	유형은	왜	창업기업들이	맞이하는	상황이	서로	그렇게	다른지	

설명해준다.	시장의	유형	세	가지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거나,	기존의	시장을	

재분할(re-segment)하는	것이다.	만약	기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라면,	

경쟁자는	기존	기업들일	것이다.	만약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경우라면,	시장이	형성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구체화된	것에	따라	제품을	

위한	시장탐색

•	고객	개발은	초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능	집합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제품과	회사의	성장단계
•	고객	개발은	창업기업이	네	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Steve	Blank	교수의	이론을	참조한다.

학습과	반복	vs	

선형적	실행

•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기업	기업들은	어느	방향이	올바른지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모든	것은	가정들이다.	전통적인	창업기업	모델에서는	

그들은	아마도	이	단계에서	자신의	제품을	공식적으로	출시할	것이다.	

극적으로	실패하든	성공하든	말이다.	중대하고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야	

그들은	새로운	반복주기	(iteration)를	시작할	것이다.

성숙한	실행

•	고객	개발에서의	지혜는,	창업기업은	제품	출시	이전에	먼저	학습하고	

반복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수집하고,	창업자나	투자자에게	곤란한	

상황	없이	내부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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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Blank 교수가 사업모델 검증 방법론에 사용한 고객 개발 프로세스의 단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 과 같다.

고객 개발 프로세스

고객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 Tool이나 이론들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고객 개발을 위해 필요한 Tool과 구성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고객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요건제품)를 통해 고객을 개발하는 것이다. 고객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요건

만 갖춘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보여주고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부

분을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 필요한 기능적인 요소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프로세스는 중요 사업모델 가설 재수립에 필요한 Pivoting 기능이

다. Pivoting 과정은 바로 고객 발굴과 고객 검증의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현상이며, 

시장에서 고객의 검증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다시 고객 발굴에 대한 검증을 시도

하는 고객 개발의 프로세스 중의 하나이다. 

세 번째는 Business Model Canvas를 통한 고객 개발이다. 사업 모델 검증이 진행되

면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 캔버스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된다. 즉, 과거의 캔

버스를 통해 고객 개발을 발전 및 확장할 수 있다. 

고객 개발 프로세스의 Pi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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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기업은 고객 개발과 고객 검증 사이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한다. 이러한 Pivoting의 결과가 잘 나올수록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고객 개발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에서 항상 피봇팅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

에 고객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주 경험할수록 고객 개발의 경

험치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창업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최적화된 고객들을 지속 가능

한 고객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따라서 Pivoting의 프로세스를 많이 경험하고 고객들과

의 접점을 자주 경험한 창업기업이 결국 고객의 지원으로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많이 창업기업들이 고객 개발 및 비즈니

스 모델 검증 시 활용하는 창업기업 바이블과 같은 활용 도구이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문서화하거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문서화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 및 린 시작 템플릿이다. 

기업 또는 제품의 가치 제안, 인프라, 고객 및 재정을 설명하는 요소가 있는 시각적 차

트이다. 또한 상기 모델은 잠재적인 절충을 설명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조정하는 데 도

움을 준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Alexander Osterwalder에 의해 초기에 Business 

Model Ontology에 대한 그의 초기 연구에 기초하여 제안되었다. 2008년 Osterwalder

의 작업이 발표된 이래로 특정 틈새시장을 위한 새로운 캔버스가 등장했다.

이러한 Business Model Canvas는 수많은 창업기업이 고객 개발과 고객 검증에 필

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로 사업모델을 검증하는 데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효과

적인 도구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서 창업기업들은 고객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Business Model Canvas의 활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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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고객 개발은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면서 지속성장 가능

한 사업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즉, 위에서 언급한 MVP(최소요건제품)를 가지고 고객 발

굴과 고객 검증을 수차례 반복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Pivoting하면서 지속적으로 

Business Model Canvas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을 하게 된다.

고객 개발의 전체 Process

상기 프로세스를 보면 고객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 및 도구들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해보면 정확한 고객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프로세스에 필요한 검증을하기 위하여 각 Business Model Canvas에 적용할 항목

별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Market Size(시장 크기) 가설 수립 현황 test

 •  Total Available Market/Service Available Market/Target Market 크기는 ? 

 •  예상 Market Share는?

⑵  Value Propositions(가치 제안) 가설 수립 현황 test

 •  Vision of company 회사 비전이란?    

 •  Long-term product strategy 장기 제품전략은 ?    

 •  Product features and benefits 제품의 주요 기능과 효과는?    

 •  Specification of MVP(MVP의 주요 기능은)?    

 •  제품 사용 이야기가 준비되었는가, User story는?

⑶  Customer Segments(고객) 가설 수립 현황 test

 •  Customer type / problems / needs는 무엇인가?

 •  고객 유형(Archetype)은 알고 있는가?

 •  고객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가? 

 •  고객 조직도는 알고 있는가?

 •  고객 내부에서 조직 간의 영향도를 그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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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Channel(유통) 가설 수립현황 test

 •  어떠한 유통 Channel을 사용하는가?

 •  유통 Channel 경로를 그릴 수 있는가?

 •  여러 종류의 고객이 있는가?

 •  시장 종류는 무엇인가? (new, resegmented , existing, clone)

⑸  Customer Relationships(고객 관계) 가설 수립현황 test

 •  고객 확보전략이 무엇인가?

 •  고객 유지전략이 무엇인가?

 •  고객을 통한 확장 판매전략은 무엇인가? 

⑹  주요 자원 가설 수립현황 test

 •  필요한 주요 인프라 / 자금 / 인력 / 지적 자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  자원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확인하였는가?

 •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아는가?

 •  확보전략은 있는가?

⑺  주요 파트너 가설 수립현황 test

 •  potential partner type은 알고 있는가?

 •  타깃 파트너를 적어보고 그들로부터 얻게 되는 도움이 무엇인지 확인되었는가? 

(List target partners and check their contributions)

 •  파트너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

⑻  수익모델 / 가격정책 가설 수립현황 test

 •  수익모델은 무엇인가?

 •  제품의 단위는 무엇인가?

 •  충분한 고객은 있는가?

 •  제품가격 전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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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린 론치패드(Lean Launchpad) 체크리스트 

린 론치패드의 체크리스트는 창업기업의 업종이나 형태에 따라서 항목들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아래 양식의 체크리스트는 샘플로 인지하여 추후 창업기업의 고객 개발이나 

고객 검증에 사용하면 된다. 

제품의 기능과 혜택에 대해 시장에서 고객 검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의 샘플

창업기업의 주요 자원 가설에 대한 체크리스트 샘플

구분

기술적	스펙

가장	중요한	기능/혜택

도면

사진

영업용	자료

어느	요소가	경쟁적으로	우위이고	열세인가?	(품질	혹은	특허)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정책?	(영업/매출이익)

왜	고객이	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구매하는가?

고객의	가장	큰	고통과	잠재된	요구는	무엇인가?

고객은	현재	어떻게	이	고통과	요구를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이	고통과	요구를	해결하는가?

경쟁사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가?

고객의	관점에서	보이는	당사의	제품의	혜택은?	(새로운	것,	더	빨리,	더	싸게,	더	좋게	등)

MVP를	사용하여	무엇을	알고	싶은가?	누구로부터?	가장	작은	기능조합은	무엇인가?

고객이	기꺼이	지불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가장	작고	가장	덜	복잡한	문제는	?

현재	MVP에서	어떤	기능을	뺄까요?

구분

What	are	physical	key	resources?	(인프라)

What	are	financial	key	resources?	(자금)

What	are	human	key	resources?	(인적자원)

Who	are	advisors?	(고문단)

What	are	intellectual	key	resources?	(지적자원)

Patents?	(특허)

Trade	marks?	(트레이드마크)

Copyrights?	(카피권리)

Contracts?	(계약서)

Who	are	the	keyplayers	and	technologies	in	its	market(s)?	

(누가	주요	플레이어인가?	누가	기술적으로	리더인가?)

What	are	the	most	important	ideas	and	inventions	that	need	patents(or	provisional	

patents?	(특허가	필요한	중요한	아이디어와	발명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important	patent	applications?		

(중요한	특허	응용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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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문제/요구 체크리스트 샘플

문제/요구 해결안 체크리스트 샘플

Collect	Information	on	Everything

Customer	Discovery	Score	card	(고객발굴점수표)

Customer	Discovery	Report	Card

Company	Name Date

Contact	name Job	Title

Interviewed	by

Years	in	field	with	company	reports	to	(circle	one)	approves	/	buys	/	influences	sale

Key	problems	in	my	industry	:	(in	priority	order;	as	customer	tells	it)	
(나의	산업분야에서	주요한	문제들(고객	입장에서	우선순위)

What	our	product	solves	/doesn’t	solve	for	customer		

(제품이	해결하는	문제와	해결	못	하는	문제?)

Key	solution	elements	:	price-features	-	easy	to	use	-	training	-	support

가격

특성

사용	용이성

교육/훈련

협조

구분

•	What	problems	did	customers	say	they	have?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	How	painful	are	these	problems?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	정도는?)

•	How	are	they	solving	these	problems	today?		

(어떻게	고객은	그	문제들을	현재	해결하고	있는가?)

•	Draw	customer	workflow	with		and	without	new	product	or	app.		

(고객의	일하는	순서를	그려보세요.	신제품을	사용하기	전과	후)

•	Is	the	difference	dramatic?		

(차이가	큰가요?)

•	Did	customers	say	they	would	pay	for	that	difference?			

(고객은	그	차이	때문에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고	하는가?)

•	What	did	you	learn	about	customer	’s	problem?		

(고객의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배웠나?)

•	What	were	the	biggest	disappointments	?		

(무엇이	가장	큰	실망인가요?)

•	What	were	the	biggest	surprises	?		

(무엇이	가장	크게	깜짝	놀랄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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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문제에 대한 해결안 발표 체크리스트 샘플

제품/시장 정합성 체크리스트

구분

•	How	do	customers	think	it	solves	their	problem?		

(고객은	해결안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Do	they	think	it	is	different	?		

(기존	해결안과	다른	해결안이라고	생각하나요?)

•	Do	they	think	the	product	is	creating	a	new	market?		

(그들은	제품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나요?)

•	Is	it	a	better	version	of	an	existing	product	(and,	if	so,	better	in	what	way)?		

(기존	제품보다	더	나은	제품인가요(현재	방법으로	더	나은가요)?)

•	Or	do	they	yawn	or	shrug	?		

(그들은	하품을	하거나	어깨를	으쓱하나요?)

•	What	do	customers	think	about	the	proposed	revenue	model	and	pricing?		

(고객은	제안한	수익	모델과	가격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What	are	comparable	prices	for	this	kind	of	product	?				

(이런	종류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가격은	무엇인가요?)

꼭	대답해야	하는	3가지	중요한	질문

1

•	Have	we	found	a	product	/market	fit?	(제품	/	시장정합성을	찾았나요?)

•	Is	there	sizable	demand	for	solving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충분한	수요가	있나요?)

•	Does	the	product	fill	that	demand	well	in	the	customers’eyes?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제품은	수요를	만족하나요?)

답)

2

•	Who	are	our	customers	and	how	do	we	reach	them?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어떻게	고객에게	접근하나요?)

•	Do	we	understand	the	demography	and	archetypes	of	our	key	target	customers?		

(주요	타깃의	원형과	인구학적	면을	이해하나요?)

•	Do	we	understand	enough	about	their	behavior	to	know		how	to	find	them	cost-effectively?	

(어떻게	가격	효과적인지	알기	위해서	그	들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나요?)

답)

3

•	Can	we	make	money	and	grow	the	company?		

(수익을	낼	수	있나요?	회사는	성장하나요?)

•	Can	we	grow	predictably	and	large	enough	to	make	a	great	company?	

(성공한	회사로	키울	수	있나요?)

답)	

4

•	Product/market	fit	has	three	components.		

(제품/시장	정합성은	3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Is	the	problem	or	need	that	is	addressed	urgent	or	vital	to	lots	of	customers		

-	i.e.,	is	there	a	market?	(Replace	“lots”	with	a	real	“pass/fail”	number.)		

(충분한	시장이	있나요?)

				2)		Does	your	product	solve	the	problem	or	fill	the	need	at	a	price	customers	will	gladly	

pay?	(Insert		real	number	from	business	model,	of	course)		

(당신의	제품은	고객이	기쁘게	지불하는	가격에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3)		Are	there	enough	customers	(insert	number)	“out	there”	to	deliver	a	sizable	(insert	

number)	business	opportunity?	(충분한	사업	기회가	있나요?	충분한	고객이	있나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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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블랭크의 린 론치패드는 위와 같은 체크리스트들을 활용하여 창업 초기 기업

들에게 소비자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멘토링을 수행

하게 하며 이때 멘토들을 인스트럭터(Instructor)라고 칭하며 미국의 몇 개의 대학들에서 

이러한 멘토링을 수행하고 있다.

라. 스티브 블랭크의 린 론치패드의 시사점

스티브 블랭크의 린 론치패드는 초기 창업기업들의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창업

자의 단순 추측의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수요(Needs)의 심각

성, 실제성, 그리고 당초 생각하였던 마케팅 채널 방법에 대한 실전적 검증에 기반하지 않

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해 사실

(Facts)에 기반한 사업 계획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린 론치패드의 장점은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100여 명의 잠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유형을 총 5개 유형

으로 구분하여 의사 결정권자인지, 구매 가능자인지, 혹은 구매 결정자인지, 구매 영향자

인지, 최종 사용자인지에 따라 고객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린 론치패드의 단점은 우선 한국적 제도와 정서에서 다소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을 확인하고 검증하며 심지어 마케팅 채널 확인을 위한 시

험 판매를 한 후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시험 판매

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

히 B2B의 사업 형태에서는 다소 한국적 상황에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린 론치패드는 복

잡한 체크리스트들로 인해 다소 어렵다는 반응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

리’ 문화의 한국적 정서와 한국적 제도에 적합한 고객 개발 및 확인하는 구조화된 체크리

스트와 진행 방법을 고안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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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그램 개요

미국에서 15년간 경험한 기술사업화(TEC,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nd 

Commercialization) 페다고지(pedagogy)는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열정의 2가지 측면이 

있다. 

①		삶의	질	향상으로	연구실에서	나온	발견물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이용	가능한	것으

로	만들어	고성장	기업,	직업	창출,	나아가	삶의	풍요를	가져와야	한다는	점

②	사람들은	꿈을	이룰	힘이	있을	때	놀랄만한	성취를	하게	된다는	점

기술사업화의 이런 목표는 고귀하지만, 그동안의 실천 방법은 매우 부족했고 상식

적인 수준으로 많은 경우 기술과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어려움인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극복하지 못한다.

기업가 정신은 바로 그 비전을 공유하고 꿈을 실현하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며 

TEC 프로그램은 바로 과학자, 엔지니어들을 가르쳐 이런 조직을 구축할 능력과 스킬을 

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24)

TEC 교육의 초점은 기술기반, 하이테크 고성장 벤처에 둔 프로그램으로서, 기술사

업화는 반드시 체계적 연습(practice)이 뒤따라야 하며 이는 목수와 외과의 교육처럼 창

업가도 도제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연구소에서 기술사업화 사례를 읽고 세미

나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창업가들이 매일 겪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린 

해부학 책을 공부했지만, 스킬과 경험이 부족한 의사에게 수술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비

즈니스 경험이 부족한 창업가에게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TEC의 목표와 구조

2.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TEC

훈련프로그램

24)	Barr,	S.,	Baker,	T.,	Markham,S,	&	Kingon,A.(2009),	"Bridging	the	valley	of	death;Lessons	Learned	from	14	years	of	com

mercialization	of	technology	educ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Vol.	8,	No.	3,	37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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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알고리듬(algorithm)의 3대 주요 구성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아이디어	도출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아이디어를	도출한다.

②		정보	수집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를	통해	잠재기회를	객관적으로	평가

한다.

③	전략은	사업전략개발과	실천으로	구성한다.

얼핏 보면 이 과정이 단계별로 보이지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된다. 이는 각 

단계가 반복됨을 의미하며, 안팎의 정보에 따라 아이디어, 사양, 전략이 계속 수정되고 때

로는 일부 포기하게 한다.

마치 최고의 주방장이 원료를 추가하고 맛을 보면서 요리비법(recipe)을 완성하는 것

처럼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더욱 진화한다.

TEC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TEC	알고리듬에서	기업가들이	가장	깊이	인상을	받은	개념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T-P-M’이다.

•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어떻게 기술 push를 피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일련의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이 기술을 갖고 사업을 시작할 때 기술역량이 매우 

독특(unique)해야 하며 중요한 기술적 우위와 이점을 보유했는지를 확인한 후 시

장 내에서 발견한 니즈와 연결하여야 한다.

•  문제해결과 니즈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미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연결(link)인데 

왜 특정기술이 목표시장에 맞는 구체적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  가치제안서(value proposition), 사업모델(BM), 수익모델, 사업전략 등이 위의 논

리적 근거가 기반이 된다.

•  TPM에서 한 개 기술(Technology)은 여러 개의 제품(Product)으로 구현되고, 각 

제품은 여러 시장(Market)에서 판매된다. 보통 연구자나 발명가 출신의 기업가들

은 자기 기술을 한 개 제품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자기 독창적 아이디어를 넘는 의

견은 잘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  이 과정에서 다중 제품에 대한 니즈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일 개발 초기에 

한 개의 제품에만 초점을 두어 시작하면, 더 좋은 대안을 발견할 확률을 없애는 

결과/ 물론 운이 좋아 시작부터 최적의 제품을 찾았다고 해도, 다음 제품이 무엇

인지를 찾기 힘들어진다.

②		TEC	과정을	통해	코치진과	참여기업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바로	정보수집,	질문의	근본은	“기업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	/	“이를	어

디서	구할	것인가?”	이다.

•  시장조사는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며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Triage(전

쟁 시 부상병을 3단계로 나누어 치료하는 내용) 개념이 여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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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정보수집에서는 아이디어들의 치명적 결함이 있는지를 찾는다.” 

      “2단계 정보수집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확정하게 된다.” 

•  기능평가는 팀 정보에 대한 질문들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재무, 기술, 조직 등

이다.

•  전략평가(산업지도, SWOT 분석, 5 force 분석, 가치사슬분석 등)는 어디에 가서 

정보를 얻을 것인가의 문제로 어떻게 우리 회사가 시장과 산업에서 생존, 성장해

갈 것인가를 알려 준다.

•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는 신제품개발팀이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 

사양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개념이다.

③		탄탄한	사업전략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	발표를	위한	준비는	시작과	성공을	위한	

단계일	뿐이며,	‘죽음의	계곡’을	넘는	절반의	성공,	‘기회의	계곡’으로	가기	위해서

는	계획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고	이때	기업가의	리더십과	지원기관의	협조가	필요

하다.

TEC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사업화의 담당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우리들이	만들	사업계획서는	계속	진화될	것이다!”

•  바깥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기술도 생각처럼 잘 움직이지 않고, 또 고객의 요구도 

변하기 때문에 한 번 만든 사업계획서가 현실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도 있으며 때로 

사업모델도 작동하지 않고 핵심 종업원도 조직을 떠나기도 한다.

•  경험 많은 리더가 바로 이때 역량을 발휘할 단계이다. 리더들은 문제를 예상하고 

앞선 경험을 통해 잘 적응하고 그 도전을 잘 관리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창업가의 도제 정신이 필요하다.

②		고성장	벤처에는	‘벤처가	성장할	마을’이	필요하다.	즉,	각	지역에	충분한	창업가와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각	기능별	지원책(법,	회계,	규제,	펀딩	등)	등과	창업학

과	창업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CEO가	대화를	나눌	그런	유경

험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들은	벤처들이	겪는	5가지	위험요인(기술,	법률,	시장조

사,	경영진,	재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  기술측면에서는 강력한 사업케이스를 위한 연구개발 펀딩 제공과 지재권 보호 및 

라이센싱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  시장조사에서는 네트워크의 개발과 경영진이 적절한 팀을 모집하고 컨설턴트를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무에서는 시드 펀딩 즉,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 “고객은 기

술을 사지 않고 제품을 산다. 투자자들은 제품에 투자하지 않고 강력한 사업모델

에 투자한다!” 기술사업화 성공은 사업모델이 아닌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 기업가

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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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EC 알고리듬의 특성과 진화배경

TEC 프로그램의 성립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알고리듬(algorithm)’이란 기술 원천으로부터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개념 창조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기술사업화(Technology Entrepreneurship and Commercial

ization, 이하 TEC) 교육프로그램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이하 

RTP)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경영대학 내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nd Com

mercialization(TEC)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25)

‘TEC 프로그램’은 기술을 찾고, 평가하며 사업화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으며 하이 테크놀로지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준비 교육과정이다. 즉, 통합

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공학 분야와 경영 분야의 학생들에게 실제 여러 학문 분야의 프

로젝트를 통해 접근하게 한다.

3개 학기과정으로 구성된 과정을 통해 개인 스스로 벤처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역량

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학생들이 벤처기업에 입사하거나 개인별 챔피

언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응용된다.

TEC 프로그램 생성 배경(요구적 측면 : 수요의 발생)은 미국 과학재단(NSF)의 연

구비(1백만 달러)를 받아 1990년대 중반(1995. 10-1999.3)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NCSU)의 공대와 경영대학이 공동으로 만들게 되었다. 26) 

‘기술, 교육, 사업화’ 또는 ‘지름길로 가는 TEC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여

기에는 ‘TEC 알고리듬’이라는 프로세스 중심의 방법론이 존재한다. 이 TEC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공학부와 경영학부 대학원생들은 경영진과 팀을 이루어 중요한 사업적 잠재력

을 갖고 있는 기술을 발견하고, 평가하며, 실제 사업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역량

을 배양하고 있다.

‘시행착오의 학습방법’을 통해 수정 및 적용되는 TEC 프로그램은 대학과 기업들에 

적용되고 있다. 오하이오 주립대 외에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의 대덕특구 등과 여

러 기업체(예, 미드웨스트벡코) 등에서 진행 중이다(Barr et al, 2009).

하이테크 벤처기업들은 사원들이 기술적 능력과 경영능력이 통합적이면서, 동시에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하이테크 기업은 별도로 마케팅, 기술, 법률, 금융 등의 

전문가를 선발할 만큼 재정이 좋지 않으므로 소수의 사람에게 전통적인 기능을 뛰어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비즈니스 조직들은 점점 계층의 수가 줄어들고 작은 수로 나뉘게 되면서(예, 파

트너십, 자회사, 조인트벤처, 독립계약 등을 통해) 하이테크 벤처기업 형태의 기업을 관리

하는 데 유능한 인재를 찾는다.

25)	http://tec.ncsu.edu/	

26)	NSF	Project	Number:	EEC-9528410	Final	Report	on	the	Project	TECHNOLOGY,	EDUCATION,	AND	COMMERCIALIZA

TION	:	Development	of	New	Concepts	in	Integrated	Graduate	Education(1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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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TEC 프로그램은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발명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과정을 부드럽

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큰 틀을 제공한다.

TEC 프로그램의 특징 즉 분석도구 세트, 교수진, 그리고 참여경영진(코치진)은 다

음과 같다.

①		분석도구	세트	: 주제별로 설문지, 점수표, 합계 차트, 워크시트 등이 있는데 이를 

팀원들이 함께 모여 팀 활동을 통해 기술사업화의 과정을 실제 학습한다.

②	교수진	:  벤처기업 경험이 있는 이공계 교수와 경영학 교수로 구성한다.

③		현장경험의	경영진(Executives	in	Residence)	:	 코치 또는 멘토로서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 TEC 겸임교수진 20명 이상은 벤처 캐피털리스트, 포춘 500의 마케팅 

임원, 은퇴한 대기업 연구개발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

터 9시까지 리서치 트라이앵글의 업체에 근무하는 벤처기업가, 연구관리자, 마케

팅 전문가, 은퇴한 경영자들이 함께 수업에 참가한다.

이들은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도와주며 실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함께 토론하며, 아

이디어 도출부터, 사업화의 전략뿐만 아니라 실행에 이르기까지 조언한다. 여기서 이론과 

실제, 그리고 이의 통합과 실천이 발생한다.

TEC 알고리듬이 제공하는 장점으로는 첫째,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한 방법을 제

공하며, 둘째, R&D 직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셋째, 의사결정을 위한 틀을 제공하며, 넷

째, R&D와 사업화 직원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공통된 방법론이 되며, 다섯째, 팀원

들 간에 동일한 언어와 공유된 목표를 제공하고, 여섯째, 사업화를 위한 로드맵과 체크리

스트를 제공하며, 일곱째, 비즈니스 개발과 정보수집에 대한 실행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여덟째, 조직문화에 성공적인 영향을 준다.

TEC가 성공적인 이유로는 크게 4가지로써, 실제적, 집중적, (다)학제적(다양한 전

공), 반복적이라는 것이다.

①	“실제적이야	한다!”	

기존의 사례(이미 성공 여부가 나타난 기술)를 갖고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기술들이 제공되고 이를 팀원 스스로 판단하여 취사선택한 후에 기술을 제품과 시

장으로 연결한다.

팀원들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적극적인 마스터’ 경험

이 실제적이라고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결과가 실제 기업의 창출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집중적이어야	한다!”

팀원들의 자기효능감은 장애물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경험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국 

성공에 이르는 경험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간을 투입하고 몰입했

는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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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양한	전공이	포함된	팀이어야	한다!”

팀원들은 과학자, 엔지니어, 경영학 등 전공만이 아니라 근무하는 회사도 다르기에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통해 상호보완적이 된다. 여기에 오랜 회사 경험과 경영 경험이 있

는 코치들이 팀에 2명씩 참가하고 있고, 기술을 제공한 특허보유자와의 빈번한 대화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양한 전공은 학습과 학제적 협력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창출한다.

④	“반복적이어야	한다!”

5개의 모듈로 구성된 TEC는 선형 형태의 프레임웍으로 보이지만, 기술창업 프로세

스는 근본적으로 선형 모습이 아니다. 커리큘럼의 모듈은 팀원들이 비선형의 구조를 이

해하도록 만든 것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앞 단계로 가는 과정이 반복된다.

다중 반복과 마스터의 경험이야말로 높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을 제공하여 팀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창업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TEC 운영의 기본요인들

이밖에도 TEC 경험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단계별 체크포인트, 비즈니스 플랜

을 너무 강조하지 않기, 많은 시간의 확보 구조, 팀 다양성의 강조와 조화, 기술 흐름의 창

출, 휴리스틱 방법의 이해 등이다.

구분 내용 참고

교수진
•	3명	교수진;	경영대	테드	교수,	라저	

소장,	공대	앵거스(마크	교수)	

•	공동	강의,	공대와	경영대학원에	

동시	개설됨.

참여	외부	경영진	

•	한	팀당	2명	코치진	참여,	팀	활동	

지원.	내재적	동기부여,	졸업생도	

참여함.	

•	변호사,	컨설턴트,	은퇴한	임원,	현직	

회사	매니저	등,	창업	시	CTO,	CFO	

등으로	참여

대학원	학생	

(공대와	경영대)

•	산업체	근무	중인	MBA,	공대	

대학원생

•	평균	30대	중반-40대	초반	

경력자들

기술	제공
•	소장이	각	대학,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확보하여	제공함

•	총	팀	수의	5배	확보(6팀	의	경우	

30개	기술	확보)	

기술	선택
•	대학원생	팀원들이	스스로	기술을	

선택함(5개)	

•	대학	등의	TLO와	협력하여	기술	

확보

강의 •	알고리듬	제공(1.5시간) •	주요	논문	등의	사전학습

팀	토론	및	실행학습

(Learning	by	doing)

•	수업의	절반은	팀	활동,	선택한	기술을	

대상으로	단계별	적용	및	실행학습

•	1.5시간+주당	5시간	이상투입,	

코치진의	지원

발표,	엘리베이터	

Pitch

•	중간,	기말,	최종	발표 •	최종발표	시	내·외부	인사	참석	

기술(특허)	보유자와	

긴밀한	의사소통

•	인터뷰	등을	통해	기술에	대한	이해도	

강화

•	서약서	작성

•창업	시	역할담당

내부	공유	사이트	
•	강의,	토론,	보고서	등의	자료	공유 •	교수,	학생,	튜터들과	공유	

공간(www.TECnet.org)



084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085 하나, 지원사업분과

TEC의 지난 15년간 주요 성과는 2억 달러 이상 벤처캐피털이 트라이앵글 기업들에 

투자토록 되었고,  350개의 신규 직업을 창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졸업생이 250명 이상 

배출되었으며, 포춘 500대 기업에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대기업들이 프로그램

을 채택하였다.

1999년까지 초기 성과를 보면 TEC 프로그램에서는 수강생들의 여러 팀들이 기술-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식물유전자, 재료공학 등의 150개의 기술

을 조사, 평가하였다. 

TEC 주요 참여기업들 

최근 TEC 프로그램의 주요 고객기업과 기관으로는 Nortel Networks, BP-Amo

co, Becton-Dickinson, Reedy Creek Technologies, CED 등으로 확대하였다. 2003년

부터 미국 내 오하이오 주립대 외에 영국, 포르트갈, 남아프리카 등의 연구단지에서 이 프

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 중이며 포르트갈의 경우 4명의 교수가 현지를 방문하여 16주 학

습(8주는 현지 교수의 강의, 나머지 8주는 미국 교수들의 코치로서 현지과제 프로젝트)

을 수행한 바 있다.

다. TEC 알고리듬 개요

TEC 알고리듬은 크게 다섯 개 모듈로 구성되었다.

•		1단계	:  Search and Ideation으로 기술을 탐색하고 이로부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단계

•		2단계	: 정보수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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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정보수집(2) 단계지만 그 목적과 깊이는 상이하다.

•		4단계	: 사업화 전략수립

•		5단계	:	사업화 전략실행 단계 들이다.

TEC 알고리듬 체계(1), Markham et al.(2000)

이 같은 단계의 알고리듬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기

본적 개념은 동일하다. 먼저 기술을 제품이나 서비스 개념으로 변환하기, 기회를 평가하

기, 기회를 개발하기, 사업화 전략의 개발과 실천으로 수정되었다.

TEC 알고리듬 체계(2), Barr, S, Baker, T, Markham, S, & Kingon, A.(2009), p. 374.

TEC 알고리듬의 체계를 자세히 보면 도표처럼 탐색조사/아이디어 도출 단계, 정보

수집 I, II 단계, 사업화 전략, 사업화 실행 등 5단계로 구성된다. 이 과정들을 통해 기회의 

발견이 가능해지며, 각 단계를 거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피드백 과정과 반복과정

을 통해 내용의 깊이를 더해 좋은 사업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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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IT VMS(Venture Mentoring Service) 시스템 소개27)

MIT VMS는 2000년 MIT 커뮤니티 벤처 지원을 위해 설립(위원장 부총장)되었는

데, 벤처 중심, 상업구상에서부터 거래소 상장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형 멘토 프로그램으로 팀멘토링으로 3인 이상의 멘토와 전문가로 멘토의 다양

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80개 기관 MIT Outr

each Program을 활용 중이다.

멘토단은 약 180명으로 멘토링 수행은 매월 280회, 연간 2800회 수행하고 있으며, 

누적으로 30,000회(2016년 말) 수행하였다.

MIT VMS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창업가 3,000명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누적), 매

월 30명 신규 등록하고 있으며, 현재 250여 스타트업이 론칭을 대기하고 있다.

VC 투자는 15억 달러 이상, 지분투자는 10억 달러 이상(2014년 말 현재)이라고 한다.

MIT 동문의 벤처 활동은 2015년 말 현재 약 3만 개 생존하고 있으며, 460만 명을 고

용하고 있고, 매출합계는 2015년 말 약 2조 달러라고 한다.

MIT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은 벤처형 인재 배출(약 20% 창업, 약 30%는 벤처기업 취

업), R&D 결과를 상용화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캠

퍼스 내외 다양한 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MIT VMS 활용 현황

멘토 대상 교육은 멘토링 구성요소인 멘토, 운영국, 멘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팀 멘토링 요령, 리드멘토에 대한 상세한 지침과 팀 멘토링 시 체크리스트, 질문지,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상세한 매뉴얼을 통해 실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미국	MIT대학의

창업가	및	멘토

역량강화	프로그램

27)	(사)한국소프트웨어세계화연구원,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	2018	심화과정(교육교재)



088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089 하나, 지원사업분과

나. MIT 여섯가지 테마와 24단계 창업 프로그램

MIT 대학의 멘토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여섯 가지 테마와 24단계 창업 프로그램28)

으로 구성된다. 빌 올렛은 스타트업 바이블(Disciplined Entrepreneurship_24steps to 

a successful startup)이라는 책을 통해 24단계 MIT 창업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MIT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실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 기업가정신 

교육은 중소기업과 차별화된 혁신 기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MIT의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

MIT 창업 프로그램 24단계 프로세스

28)	빌	올렛,	스타트업	바이블(Disciplined	Entrepreneurship_24steps	to	a	successful	startup),	백승빈	역

기업가정신	교육	시스템 여섯	가지	테마와	24단계	창업	프로그램

고객은	누구인가?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객이	제품을	

어떻게	획득하는가?

1.	시장세분화

2.	거점시장	선택

3.	최종사용자	구체화

4.	총유효시장	규모	추정

5.		거점시장에	대한	페르소나	

정의

9.	예비고객	조사

6.	전체	생애주기	사용	시나리오

7.	상위수준	제품사양	정의

8.	가치제안	정량화

10.	핵심	역량	정의

11.	경쟁적	지위	설정

12.	고객의	의사결정	단위	분석

13.	고객의	구매과정	이해

18.	영업	프로세스	설계

수익	창출	전략은	무엇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할까?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는가?

15.	비즈니스	모델	설계

16.	가격	체계	수립

17.	고객	생애가치	예측

18.	고객	획득	비용	분석

20.	핵심	가설	확인

21.	핵심	가설	검증

22.	최소	기능	사업제품	정의

23.	최소	기능	사업제품	검증

14.	후속	시장	규모	전망

24.	제품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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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품개선 아카데미 개요

제품개선 아카데미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기업(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중 선발

된 기업에 대해 유통, 수출, 제품개선, 투자, 상장 등 5개 분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제품개선훈련 프로그램은 창업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 개선을 위

해서 창업자 입장에서 작성된 제품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기반

으로 고객기반 스펙을 확정하고 이를 창업자의 역량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제품 스펙(제공 서비스)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자 중 제품개선 아카데미 참여를 통

해 자사의 매출 증진을 위한 제품개선 사양을 도출한 참여자들이 제품개선 아카데미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도약패키지사업의 후속지원사업을 수주하여 실제로 개선된 사양대

로 제품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매출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제품 검증-보완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는 제품검증단계, VOC 실시단계, 제품스펙 확정단계로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은 제품개선훈련 프로그램의 개요도를 설명한 것이다. 첫째, 제품검증단계

는 창업기업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기업의 본질은 독특한 기술/역량을 통

하여 고객과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이를 통해 지속적

인 가치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VOC 실시단계는 창업기업과 전문코치들이 제품검증단계를 통해 도출된 고객

을 정의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함께 작성한 후 일정 기간 인

터뷰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제품스펙 확정단계는 고객 관점에서의 제품개념 정립을 통해 제품(서비스) 스

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활용하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개선훈련 프로그램 개요도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	제품개선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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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품개선 아카데미 운영 프로세스

제품개선 교육 커리큘럼은 전문 강의진의 강의와 함께 창업기업당 1:1로 코치를 매칭

하여 제품 콘셉트 검증, 목표 고객 설정, 고객 조사 후 고객 의견에 대한 분류, 개선 우선순

위 도출을 위한 워크시트를 함께 작성, 개선 포인트를 도출하는 것이다.

제품개선 아카데미 운영 내용

운영 프로세스는 창업기업에 일대일의 코치와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운영

한다. 이를 통해 창업자들에 2주 동안 코치가 팀원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된다.  

아래 그림은 제품개선 훈련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은 강사

가 전체적인 운영을 진행하고 진행은 창업자와 코치가 함께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한다. 

창업도약기업들은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성하고 고객들과의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는 창업자들이다. 따라서 창업자들의 문제

를 파악할 수 있도록 2일 동안 팀원처럼 코치와 함께 워크시트를 작성토록 진행한다. 2일 

동안 작성하는 워크시트는 총 20개로 이루어져 있다. 

제품개선 훈련프로그램의 운영방식

제품개선 아카데미 운영방식은 2일 차로 진행한다. 1일 차에서는 창업기업의 개선 아

이템에 대하여 공유하고 아이템 개선을 위한 방향성으로 매출액을 확인하고, 이를 5배 확

대를 위한 고객과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검증하는 과정과 매출 확장을 위한 고객들의 요구

사항 도출을 위한 질문지 제작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1일 차 결과물인 VOC(Voice of Cust

일정 시간 교육과목명 교육	내용

1일차 8H 제품	검증

•	제품의	기술과	역량	파악,	사업	기회	작성

•제품의	가치,	고객군의	정의와	분류

•제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정리

-
4H이상

(1주간)

VOC	조사	

실시

•	제품의	본질	및	타깃	고객	명확화

•30명	내외의	타깃	고객	대상	고객의	소리	조사

•개별	조사	및	자료	수집,	결과	정리

2일차 8H

제품	스펙	

확정	및	

개선점	도출

•	타깃	고객의	의견	분류	및	검토

•제품	개념	정립을	통해	스펙	결정

•우선시	되는	개선과제	도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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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r) 질문지를 창업자에게 제공한다. 1일 차와 2일 차는 1주일의 간격을 두고 진행함으로

써 개발된 VOC 질문지로 창업기업들이 고객을 조사하도록 유도한다. 

2일 차에는 창업기업들이 조사해온 15부 이상의 인터뷰 결과지를 통해 요구사항의 가

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기능전개)의 

고객 요구사항 항목을 완성하도록 진행하고, 다음으로 고객 요구사항 항목들에 대하여 경

쟁자와의 비교를 통한 항목을 도출한 후 기존 스펙을 기능과 성능으로 표현하고, 이를 기반

으로 고객요구사항의 경쟁자와 비교해서 개선 효과가 가장 큰 항목들을 도출한 결과와 함

께 고려한 최종 개선 스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일 차의 결과물은 제품개선보고서를 

코치가 창업기업들에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들은 제품개선의 방향과 개선스펙을 확정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창업도약패키지-제품개선아카데미 세부 운영 내용

일차 교과목 세부교과목 소요시간 세부내용

1

일차

KS-QFD	

개요

KS-QFD	

필요성

KS-QFD	구조	

이해

1시간

•	제품/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	KS-QFD를	활용한	제품개선	아카데미

•	KS-QFD	구조

•	용어설명(기회,	아이템,	차별성,	제품/서비스	속성)

제품/서비스	

검증
1시간

•	자사	매출	현황을	통한	제품	개선	필요성	분석

제품/서비스	

검증단계

제품/서비스	

검증
1시간

•	(AS-IS)	제품/서비스	속성	도출

진단결과	도출 1시간
•	제품/서비스	속성과	시장들과의		관계	분석

•접근할	시장	중심의	제품/서비스	진단	결과

VOC

준비단계

고객	요구사항	

도출
2시간

•	고객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KJ-Mapping	활동

고객인터뷰	

질문항목	개발
1시간

•	Kano모형	활용을	위한	질문지	개발

2

일차

VOC

정리단계

고객	요구사항	

분석
1시간

•	질문지	조사기반의	KANO모형과	Timmko	계수

•고객	요구사항	분석	결과	도출

제품스펙

확정단계

기술요구사항	

분석
1시간

•	제품/기능/기술	구조의	이해

•	기술요구사항도출

제품스펙	확정 3시간

•	제품스펙확정을	위한	QFD:고객요구사항

•	제품스펙확정을	위한	경쟁사와의	비교

•	제품스펙확정

최종결과물 2시간 •	창업자(팀)과의	합의를	통한	최종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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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 개요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29)은 2016년에 미래창조부가 주관하여 창조경제혁신

센터 소속 멘토들을 대상으로 ‘창조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벤처기업

협회를 멘토 아카데미 운영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 내용도 많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멘토, 멘티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설문 결과를 교육 내용에 반영하면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다.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 추진경과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 추진체계

5.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

29)	벤처기업협회,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2018)에서	안내	자료	발췌하였음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의	교육,	육성	추진의	목적으로	시작

·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	멘토단	구축(367명)

·	Module1→Module2→Module3→Special	Session	등	체계적	교육과정	정립

·	51회,	421명의	멘토가	참석하여	4.48/5점의	만족도

·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혁신센터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멘토링	가이드북,	멘토	자가진단	평가표	등	연구	활동	진행

2017

•멘토십	프로그램	참여	대상의	확대:	활동	중인	창업멘토

·기본과정,	심화과정,	Special	Session	3단계	교육과정	운영

·32회,	543명의	멘토가	참석하여	4.57/5점의	만족도

·멘토-멘티	데이를	개최	멘티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주선

·멘토링	효과성	측정지표	개발	연구	활동	진행

2018

•멘토	아카데미	운영,	멘토링	포털	구축

·기본과정-심화과정-전문과정	3단계	교육과정	운영

·수료기준→실전	멘토링

·심화과정→멘토	니즈별	수강	기회	제공

·멘토링	추가	연구	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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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 단계별 교육 과정

혁신가디언스 단계별 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전문과정으로 나뉘는데 기본과

정은 1박 2일 워크숍으로 운영되며 1일 차는 멘토링 기법을, 2일 차는 린스타트업 방법론을 

교육한다. 

심화과정은 세부분의 워크숍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멘토링 기법으로 MIT 

VMS 기법을 활용한 팀 멘토링을 실습하며, 두 번째는 비즈니스모델 작성, 피칭 및 자금조

달, SNS 마케팅 등이며,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현황 설명으로 구성된다.

전문과정은 1박2일 과정 워크숍으로,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서 다룬 분야를 Scale-

up하는 교육이다.

혁신가디언스 프로그램

1)	멘토십	프로그램	기본	과정(Basic	Workshop)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목적: 멘토들이 멘토링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멘토링과 창업)을 향상시키는 

워크숍

•		대상:	2018년 신규 멘토

•		운영기관: 벤처기업협회(SVI)

•		운영일정: 2018년 3월~11월, 총 10회 운영

멘토십 프로그램 기본 과정(Basic Workshop)

1일차	-	멘토링	세션 2일차	-	창업	세선

•강사	: •강사	:

1.창업	멘토링에	대한	오해와	진실

2.효과적인	창업	멘토링의	3가지	전제

3.창업	멘토링	실습

4.창업	멘토링	대화	5단계	프로세스

5.창업	멘토링	클리닉

1.린스타트업의	이해

2.비즈니스	아이디어	리뷰/선점

3.아이디어	보드/액션보드	작성	및	진단	점검

4.고객	개발의	이해

5.프로토타입의	기획과	개발

6.비즈니스	아이디어	IR	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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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멘토십	프로그램	심화과정(Intensive	Course)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목적: 멘토들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운영

•		대상: 2017년 기본과정 수강생, 2018년 신규 멘토

•		운영기관: 벤처기업협회(SVI), 한국SW세계화연구원, SW혁신교육센터

•		운영일정: 2018년 3월~12월, 총 12회 , 3개 기관(각 코스별 4시간 12회 운영함)

멘토십 프로그램 심화과정(Intensive Course)

3)	실전	멘토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목적: 워크숍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실제 멘토링을 통해 적용해 봄     

•		대상: 2017, 2018년도 심화과정 수강생 이상

•		내용:  최소 1명 이상의 스타트업(멘티)와 10시간 내외의 실전 멘토링을 진행 

멘토링 운영기관의 확인증 제시 

멘토십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멘토-멘티데이, 멘토링 데이도 해당

4)	멘토십	프로그램	전문과정(Advanced	Workshop)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목적: 실제 실습과 토론을 통한 멘토링의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

•		대상: 2017, 2018년도 심화과정 수강생 이상

•		운영기간: 벤처기업협회(SVI), 한국SW세계화연구원, SW혁신교육센터

•		운영일정: 2018년 4월~12월, 1박 2일(12시간), 총 10회 운영

멘토십 프로그램 전문과정(Advanced Workshop)

Course	A Course	A Course	A

•한국SW세계화연구원 •SW교육혁신센터 •벤처기업협회SVI

•멘토의	역할과	자질

•멘티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

•MIT	VMS	멘토링	세션구성

•MIT	VMS	기반	팀멘토링

•블록체인	혁명

•MR산업현황과	사업기획

•IoT	산업현황

•AI	산업현황

•BM혁신과	전략

•IR피칭	전략

•자금조달과	운영

•SNS마케팅

•문제해결	역량

벤처기업협회SVI 한국SW세계화연구원 SW교육혁신센터

•창업생태계	현황	점검

•	효과적인	팀	멘토링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기법

•MIT	VMS	팀	멘토링

•리드멘토의	역할과	책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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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혁신가디언스 클럽 등 멘토 역량 강화를 위한 기타 프로그램 운영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은 멘토들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외에도 멘토들로 

구성된 혁신가디언스 클럽, 멘토 아카데미, 멘토·멘티 데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네트워킹)으로	혁신가디언스	클럽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가디언스	클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목적: 혁신가디언스 프로그램 수료생 중심으로 운영

•	내용:	오프라인 ‘멘토아카데미’를 기반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제공

2)	멘토	아카데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운영일시:	2018년 3월~12월/ 매일 오픈(9시~18시 기본)

•	멤버십	신청(3월	중순)	접수,	2개월간	멘토	아카데미	미	이용	시	자격	상실

•	멤버십	대상: 2016, 2017년 멘토십 프로그램 수료 멘토(심화과정 이상)

•	멤버십	인원	:	40명

•	2개월	단위로	멤버십	신청/2개월	후	멤버십	갱신	및	신규	가입

•		멤버십	신청은	신청	멘토	중	멘토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의	승인	시	멤버십	대상으로	

확정

      ※ 2017년에는 521명의 멘토가 이용, 강의, 네트워킹, 멘토링, 개인 공간으로 활용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 진행 체계

3)	혁신가디언스	클럽의	브라운백	미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목적: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창업생태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

•	운영	일정:	2018년 1월~12월, 총 10회

•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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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전문가 초청, 창업생태계에 대한 주요 이슈 논의

· 이슈에 부합하는 스타트업(멘티)도 동반 참여 가능

4)	우수	벤처,	스타트업	탐방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목적	: 우수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하여 대표와 기업가정신, 기업문화, 성장 스

토리를 체험하여 효과적인 멘토링을 지원

•	운영일정: 2018년 1월~12월, 총 5회

5)	멘토-멘티	데이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목적	: 멘토와 멘티가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과 지속적인 멘토링 기회를 제공

•	운영일정: 2018년 1월~12월, 총 2회

6)	혁신가디언스	멘토십	프로그램(연구)

멘토링 가이드북 연구

•		목적: 창업을 지원하는 국내 멘토링의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성공적인 멘토링을 위

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멘토, 멘티, 운영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

•	연구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방법:

      ※  멘토링과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해 멘토, 멘티 그리고 운영기관의 역할 및 멘토링 

과정 파악

      ※  실제 멘토링 워크숍에 참석하고, 멘토 인터뷰를 통해 멘토링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점 파악

      ※ 가이드북은 강의가 끝난 후, 메일로 안내해드림.

7)	멘토	자가진단	평가표	개발

•		목적:	창업 멘토 대상으로 멘토들이 자신의 역량과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

단을 통해 멘토와 멘티 간 멘토링의 수준 및 효과성 제고

•	연구기관: 벤처창업학회

•	연구결과: 구글독스를 통해 자가진단 기회 제공

8)	창업	멘토링	효과성	측정지표	개발

•	목적: 효과적인 창업 멘토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효과적인 멘토링 지원

•	연구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결과:	창업 멘토링 운영기관과 멘토에게 성공적인 멘토링 운영을 위한 체크리

스트와 가이드 마련



096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097 하나, 지원사업분과

혁신형 기술창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해당 분야

의 전문가 집단의 지원이다. 최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국내에서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야가 기술사업화

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별 전문가 전담 멘토단을 구성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형 기술창업의 도

우미 역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전담 멘토들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멘토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멘토의 자격이나 해당 기술에 대한 경험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기술 트렌드의 특징은 매우 변화속도가 빠르며 반면에 우

수한 기술력 기반의 벤처기업들에는 투자 자금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빠

른 기술변화와 넘치는 투자 자금의 창업 환경에 창업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창업을 

넘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멘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창업 환경 변화에 필요한 멘토들의 역량은 첫째,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성장 산

업에 관한 기술 트렌드의 이해와 해당 산업 참가자들의 경쟁 구도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이

를 ‘도메인 엑스퍼트(Domain Expert)’라고 한다. 둘째, 멘토들의 필요 역량은 창업기업들

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화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솔루션 엑스퍼트(Solution Expert)’라고 한다.

도메인 엑스퍼트로서의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멘토 군에 속해 있

는 전문가 집단들에 대해 정기적인 산업 트렌드 보완 교육이 필요하다. 즉 4차 산업혁명 분

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신성장 동력 산업들에 대한 트렌드 분석 사례와 해당 산업 내에 속

해있는 가치사슬 단계별 경쟁 구도와 그 강도에 대한 보완 교육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산

업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창업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창업기업을 멘토링 한다는 것

은 마치 지도 없이 길 안내를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솔루션 엑스퍼트로서의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기업들의 문제 유형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구조화된 문제해결 도구(Tool)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진흥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도약패키지 

프로그램의 제품개선 아카데미’에서는 대기업들이 활용하여 왔던 QFD(Quality Functi

on Deployment)를 창업기업에 접목하여 KS-QFD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Tool을 활용하여 3년 이상 창업기업들이 현재 매출액에서 5~10배 급성장할 수 있는 고객 

수요 기반의 고객 감동 제품/서비스 요소를 찾도록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들의 훈련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서 93점의 점수를 보

여주고 있다. 이는 창업기업들에 일대일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창업기업의 문제들을 직접 

1.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4절. 서울시 창업자 지원 멘토링 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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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창업자가 이해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이다.

가. 1단계 집단 강의 진행(안)

예비 창업자들이 최초 5일간은 집단 강의 및 개인별 실습을 통해 기업가정신 Test와 

보완전략,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개발(Business 9 Block), 비즈니스 콘셉트 점검(NABCD 

실습)/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검색/전략구축, 팀 빌딩과 인력관계법, Market 4.0과 옴니

채널(omni-channel) 전략, 창업 타이밍 분석, 블로그 마케팅 방법/블로그 콘텐츠 작성법, 

사업 전략 점검(SWOT Mapping),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실무/모두(modoo) 홈페이지 연

동 앱 활용법 등에 대해 창업자 스스로 작성 및 점검을 해 본다.

집단 강의 일정 사례

나. 2단계 일대일 멘토링 진행(안)

2단계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수요 정도와 고객 요구사항 중 고객

감동요소가 무엇인지를 찾도록 일대일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다.

멘토링 내용은 소비자 구두조사 점검, 소비자 수요분석 I, KJ Mapping 실습, 소비자 

수요분석 II(Kano 설문지 작성), 소비자 감동요소 분석(Kano/Timko’s 분석), 고객 요구사

항 기반 마케팅전략 도출, 제품/기능/기술 구조의 이해 (기술요구사항 도출), 고객 요구사항 

기반 제품 스펙 도출, 제품/서비스 스펙 확정들이다.

2.

예비	창업자를	위한

멘토링	시스템

세부	계획(안)

							1교시	10:00	–	14:00(3시간) 							2교시	14:00	–	17:00(3시간)

•	강의제목	:	창업	시	고려사항	

(기업가정신Test	및	보완전략)

•	강의제목	: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개발	

(Business	9	Block)

•	강의제목	:	비즈니스	콘셉트	점검	

(NABCD	실습)/사업계획서
•강의제목	:	지식재산권/검색/전략구축

•강의제목	:	팀	빌딩과	인력관계법 •강의제목	:	Market	4.0과	옴니채널	전략

•강의제목	:	창업	타이밍분석
•	강의제목	:	블로그	마케팅	방법/	

블로그	콘텐츠	작성법

•	강의제목	:	사업	전략	점검	

(SWOT	Mapping)

•	강의제목	: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실무	

/모두	홈페이지	연동	앱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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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멘토링 진행 사례

2단계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고객을 발굴하고 확인 과정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

서 진행하고 있는 스티브 블랭크의 린 론치패드(Lean Launchpad)를 벤치마킹해서 작성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6주 동안 100명의 고객

을 방문하여 고객 발굴 및 확인을 하도록 SBIR의 I-Corps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고 있다.

스티브 블랭크 린 론치패드 기반 일대일 멘토링 내용 사례

1교시	멘토	내용	10:00		-	14:00 2교시	멘토	내용	(3시간)	14:00	-	17:00

•	소비자	구두조사	점검

•	소비자	수요	분석	I

•	KJ	Mapping	실습

•	소비자수요분석	II	(Kano	설문지	작성)

•	소비자	감동요소	분석(Kano/Timko’s	분석)

•	고객요구사항	기반	마케팅전략	도출(QFD	실습)	

•	제품/기능/기술	구조의	이해(기술요구사항	도출)

•	고객요구사항	기반	제품	스펙	도출(QFD	실습)

•	제품/서비스	스펙	확정(QFD	실습)

시수 멘토링	내용 기대	목표

1
	고객발굴1:	시장크기	가설설정(TAM,	SAM,	

Target	Market)	

전체	판매	가능,	당사	판매	가능,	및	당사	목표	

시장	예상

2 	고객발굴2:	고객별	문제	인식	등급	점검 	고객별	문제	유형	확인(잠재,	소통,	긴급,	비전)

3 	고객발굴3:	고객타입	이해 	고객	유형	6개	중	어느	위치인지	확인

4 	고객발굴4:	고객24시	이해	 	B2B,	B2C에	따라	고객의	24시간	업무	이해

5 	고객발굴5:	고객영향	지도 	B2B,	B2C의	경우	사용자와	영향자	관계	이해

6
		가치제안1:	회사강점과	핵심경쟁력	및	

장기비전	점검
	회사성공요인,	비전점검,	경쟁력,	회사비전확인

7 	가치제안2:	제품	특성과	혜택	점검 	제품	혜택리스트와	소비자	이야기	개발

8 	가치제안3:	MVP(최소실행가능제품)점검 	MVP	범위	확정

9 	고객접근1:	유통채널과	제품의	적합성	점검 	유통	채널을	고려한	가격과	수익	모델	확인

10 	고객접근2:	오프라인	유통	채널	선택 	6개의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최적	채널	선택

11 	고객접근3:	웹/모바일	유통	채널	선택
	모바일	웹	커머스,	소셜	커머스	등	유통경로	

선택

12 	고객관계1:	고객	모집	단계	설정 	오프라인	채널의	관심	고객	접근	방법	이해

13 	고객관계2:	고객	유지	채널 	오프라인/온라인	고객	유지전략	수립

14 	고객관계3:	고객	성장	전략 	고객	생애	가치에	따른	고객	성장	전략	도출

15 	고객관계4:	고객	활성화	전술	검증 	2단계	고객	모집	전술	수립

16 	핵심자원1:	성공에	중요한	외부자원	파악 	4종의	핵심자원	분류	정리

17 	핵심자원2:	지식재산권	점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확인

18 	핵심자원3:	의존도	분석 	예상치	못하는	위험	가능성	파악

19 	주요파트너1:	핵심	제휴사	가설 	핵심공급자,	제휴사	확인

20 	주요파트너2:	협력사	확인 	오프라인/웹/모바일	채널	협력사	확인

21 	매출흐름1:	수익과	가격	가설 	채널별	수익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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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은 사례의 장점은 실질적 소비자 현장 조사를 통한 초기 고객 확보를 통한 

사업 진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화하며 BM 리모델링을 통한 신

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며, 사업 아이템의 고도화 작업을 통한 안정적 비즈니스 정착과 각

종 정부지원사업 및 창업자금 연계,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털 리스트 투자유치 유도, 창업

의 투자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멘토링 기회 확대(프레젠테이션 연습, 투자유치 가능한 사업 

아이템 보강 및 개선)들이다.

하지만 단점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이

러한 프로그램은 국내의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으로 조정, 보완

이 필요하다.

시수 멘토링	내용 기대	목표

22 	매출흐름2:	수익모델 	판매수익시스템	확인

23 	매출흐름3:	가격책정 	B2B,	B2C	가격책정확인

24 	고객접촉1:	고객접촉	준비 	고객문제발견	5단계	확인

25 	고객접촉2:	고객실험	테스트 	고객명단	확인

26 	고객접촉3:	고객이	팀 	고객인터뷰	방법	확인

27 	고객접촉4:	완성도	낮은	MVP 	완성도	낮은	MVP전략

28 	고객접촉5:	고객발굴	스코어카드 	고객응답	스코어	카드	기록	및	점검

29 	고객접촉6:	고객관계전략 	MVP요구,	문제	테스트

30 	고객접촉7:	고객필요	테스트 	고객문제,	필요성	테스트

31 	솔루션테스트1:	비즈니스모델	갱신 	비즈니스모델	및	팀	갱신

32 	솔루션테스트2:	제품솔루션	프레젠테이션 	완성도	높은	MVP	테스트

33 	솔루션테스트3:	데이터	수집 	고객	프로토타입	진행	지도	제작

34 	고객방문1:	잠재고객	방문 	90명의	잠재	고객	방문

35 	고객방문2:	고객의	소리	청취 	VOC	청취	및	정리

36 	고객방문3:	유통채널	점검 	고객의	접근	유통채널점검

37 	고객방문4:	열정	측정 	4개	핵심	열정지표를	측정

38 	사업모델	재점검 	현실	가능한	사업모델	점검

39 	사업모델을	사업계획으로	정리
	비즈니스모델현장	점검결과를	사업계획으로	

정리

40 	정부사업계획	점검 	정부사업계획서	작성	시	요령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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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멘토 훈련 프로그램 진행(안)

위 2단계 진행에서는 멘토들이 일대일로 창업기업들의 문제 인지와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화된 문제 해결 방법 도구(Tool)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필요

가 있다. 미국 NSF I-Corps 프로그램에서는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는 인스트

럭터(Instructor)에 대한 교육 후 임명, 임명 후 지속적인 보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도약패키지 내 ‘제품개선 아카데미’의 일대일 멘

토들을 위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80시간 과정을 진행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성

장 산업 및 4차 산업혁명 분야 산업 구조지도에 대한 교육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도 창업기업들의 혁신 성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멘토들을 도메인 엑스퍼트와 솔루션 엑스퍼트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기

획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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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멘토링은 창업자와 멘토와의 관계에서 지속성이 없으며 단순히 행정지

원이나 창업 안내 수준에 머물거나 혹은 분야별 수준 높은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주어

도 이를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 방법에 있어서 면대면 상담이나 문제

해결 방향을 일방적으로 전달 또는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제의 발견과 해결과정을 

돕는 시스템적 접근의 멘토링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 창업자별로 문제해결 과제(문제의 발견) 및 문제해결 실행의 우선순위를 도

출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자는 해결해야 할 과제별로 현장에서 창업 및 경영활동

을 수행하면서 만족스럽게 진행된 부분과 문제해결이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행 후 멘토와 성찰의 시간을 통하여 확인하고 이후 확대 및 유지 발전할 부분과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2차 멘토링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행성과

중심(수행공학)의 멘토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최근 빠른 기술 변화와 넘치는 투자 자금의 창업 환경에 창업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창업을 넘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멘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

창업	초기부터	현장

중심의	전문가	멘토의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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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창업 환경 변화에 필요한 멘토들의 역량은 두 가지 역량 즉, ‘도메인 엑스퍼트

(Domain Expert)’로서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성장 산업에 관한 기술 트렌드의 이해와 

해당 산업 참가자들의 경쟁 구도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며, 또한 ‘솔루션 엑스퍼

트(Solution Expert)’로서 멘토들의 필요 역량은 창업기업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화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 

도메인 엑스퍼트로서의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멘토 군에 속해 

있는 전문가 집단들의 정기적인 산업 트렌드 보완 교육이 필요하다. 즉, 4차 산업혁명 

분야 뿐만 아니라 바이오, 신성장 동력 산업들에 대한 트렌드 분석 사례와 해당 산업 

내에 속해있는 가치사슬 단계별 경쟁 구도와 그 강도에 대한 보완 교육이 필요하다. 창

업기업의 산업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창업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창업기업을 멘

토링 한다는 것은 마치 지도 없이 길 안내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솔루션 엑스퍼트로서의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기업들의 문제 유형에 대

한 올바른 이해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구조화된 문제 해결 도구(Tool)들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들이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에

서 시행되고 있는 고객 개발 및 고객 검증을 위한 창업가 교육 프로그램을 몇 가지 분

석하고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즉, 스티브 블랭크의 고객 개발 및 고객 검증방법론에 근거한 미국의 스탠포드 대

학의 Lean Launchpad 프로그램,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TEC 훈련 프로그램, MIT 공

대의 24단계 프로세스 등을 학계와 창업 플레이어, 전문 멘토들이 모여 우리나라 실정

에 맞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에도 창업기업들의 혁신 성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멘토들을 도메인 엑스퍼트와 솔루션 엑스퍼트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몇 가지 실행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전문가	멘토는

도메인	엑스퍼트와

솔루션	엑스퍼트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검토,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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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를 비롯한 여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많은 

수의 창업가와 많은 수의 멘토 Pool을 보유하고 있다. 멘토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멘토, 멘티, 운영국 3자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창업가들

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멘토 Pool을 관리하고, 적합한 멘토-

멘티 매칭 주선 및 사후관리 등 멘토링 운영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멘토링 운영국

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창업기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도메인과 솔루션 양방

향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업가와 함께 멘토들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 강화 교

육을 시행하고 창업가와 꼭 맞는 멘토-멘티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며 또한 매칭 

후에도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멘토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멘토-멘티 관리 운영국을 확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창업가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고객 검증을 받도록 하여 팔릴 수 있는 제

품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창업자는 자기 아이템에 대해 자

신감만 있고 또 바쁘다 보니 고객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처음

부터 판매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의 NSF가 시행하는 자금지원 전 사업

모델 사전검증 시스템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창업가들의 고객 개발과 검증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과 함께 선발된 고객 개발 전문 멘토와 매칭하여 지속적이고 밀착 멘토링

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서울시는	많은	수의

멘토들을	관리하고

효과적인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할

멘토링	운영국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

서울시

창업지원사업으로

고객	검증지원사업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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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은 이미 전 세계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혁신 모델이 소개, 전개되고 있다. 작은 단위

의 소그룹에서 대기업, 컨소시엄 형태 등의 조직 및 모임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이미 개방형 모델

들이 많은 분야에서 소개되고 있다. 연구 개발 및 마케팅 분야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및 미디어 플랫폼 

등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정보 습득이 이미 가능해졌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방형 혁신 모델의 사례를 연구하고, 

또한 세계 곳곳의 마케팅 전문가들의 협력 및 시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마케팅 개방형 혁신 모델을 연구하

고 제안하고자 한다.     

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8년	2월	1일	~	2018년	9월	12일

연구과제명	 서울시	마케팅	개방형	혁신

연구책임자	 김태우

참여	포럼위원	 	김태우(총	1명)

색인어	 한글		개방형,	크라우드	소싱,	마케팅	혁신,	글로벌	마케팅,	이노센티브

	 영어		Open Innovation, Crowd Sourcing, Marketing Innovation,  

 Global Marketing, Innocentiv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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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에서 마케팅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의 모델을 크라우드 

소싱, 지역 및 기술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글로벌 개방형 창업 허브 및 글로벌 민간 개

방형 혁신 회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및 사울시형 마케팅 개방형 혁신 모델의 모

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크라우드 소싱, 국내 공공기관의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현장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개방형 창업 허브센터의 모델 및 민간형 개방형 혁신 모델인 이노센티브 및 나인시그마

의 사업 모델의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연구소가 많은 인도의 경

우를 고찰하여서 서울시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요약문

제목

서울시	마케팅	개방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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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Seoul Global-Market You’ 의 프로그램 및 글로벌 개방형 마케팅 센터를 

제안한다. 센터 내 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은 글로벌 민간 혁신 기업 및 국내외 대기업과

의 연계도 가능하며, 또한 서울시 관내 대학교 교수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시 관내 창업 기업 및 중소기업들을 위한 글로벌 개방형 마케팅 지원 사업 또

한 할 수 있다.

서울시 관내 창업 센터, 서울 창업 허브의 공공 기관 및 서울시 소재 대학교 등에 

서울시 주관 글로벌 개방형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다.

연구결과

라.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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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은 이미 전 세계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혁신 모델이 

소개되고 전개되고 있다. 작은 단위의 소그룹에서 대기업, 컨소시엄 형태 등의 조직 및 

모임에서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이미 개방형 모델들이 많은 분야에서 

소개되고 있다. 연구개발 및 마케팅 분야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및 미디

어 플랫폼 등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정보 습득이 이미 가능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서, 개방형 혁신 모델의 사례를 연구하고, 또한 세계 곳곳의 마케팅 전문가들의 협력 및 

시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 마케팅 개방형 혁신 모델을 연구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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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이미 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존 조직 내에

서의 한정적인 연구 개발 리소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외부 인력 및 외부 협력사와의 파

트너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이러한 애로 사항을 공유하여 내부 문제를 외부와의 

연결로 극복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개방형 혁신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학자는 버

클리 대학의 Chesbrough 교수로서 기존 폐쇄형 혁신과의 개발 비용, 기존 수익 및 신규 

수익 분석, 환경 변화의 전개, 혁신 비용 및 외부 개발을 통한 시간과 비용 감축 등에서 비

교 분석을 하였다.

개방형 혁신의 장점으로는 연구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상대적으로 신속한 연구 개발

을 할 수 있다. 이미 준비된 외부 연구 개발자와의 협업으로 상용화까지의 시간적, 물리적

인 환경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실패율을 줄임으로써 성공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이미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 개발 및 활동을 한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

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비용 면에서 Chestbrough 교수

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 비용이 포함된 내부 개발 비용 대비 내부/외부 협업을 통한 

개발 비용을 활용해서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절감이 가능하다. 마케팅 및 상품

기획 측면에서는 시장에 대한 상품성 및 제품 경쟁력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

다. 많은 기업이 충분한 시간/인력/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 연구 개발을 강행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시장성 점검의 불충분한 점검에 대한 위험성을 상대적으

로 줄일 수 있다. 전 세계 많은 훌륭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 및 방법

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연구 개발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다른 연구 개발 전문

가, 상품기획 전문가, 전 세계 활용 가능한 마케팅 전문가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확보하거

나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장점을 종합해서 볼 때는 가상의 

1.

개방형	혁신의

정의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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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마케팅 연구 센터를 전 세계에 가질 수 있다는 콘셉트가 가능하다. 연구 개발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술 및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인맥을 활용해서 자사 제품 연

구 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큰 혁신적인 장점이 있다. 

The changing economics of innovation

*자료	:	H.	Chesbrough,	Open	Business	Model,	HBS,	2006

다음의 표는 과학기술정책서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국내기술 거래소와 다국적 기술 

거래 플랫폼인 이노센티브와 나인시그마를 비교한 내용이다. 비교 관점에서의 가장 큰 차

이는 기술제공자 및 수요자 탐색의 국내 위주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범위에 있다. 필자는 나

인시그마의 창업자와 미팅을 한 적이 있다. 미국 내에서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전문가로

서 미국 및 일본 등에서의 전문가와 글로벌 수요자들과의 매칭을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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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정책	: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으로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높이자(이철원	저)

크라우드 소싱은 대중(Crowd)과 외부자원 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나 단체가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외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달성하면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하는 공유형 개방형 혁신의 대표적인 모델이

다. 혁신적인 오픈 플랫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비즈니스 모델)으로 대표적으로 이노센티브(Innocentive)

와 나인시그마(NineSigma)가 있다. 

*출처	:	매일	경제

지원대상
기술거래소/TLO	모델 나인시그마,		

이노센티브	모델

나인시그마,		

이노센티브	모델의	장점기술판매시장 기술구매시장

기술거래의	

시작점

•기술제공자 •	기술수요자 •	기술수요자 •	기술수요가	

구체적이고	확실함

기술개발의	

전제

•	기술개발자의	

판단(유망성)

•	기술수요자의	

니즈

•	기술수요자/소비자의	

니즈

•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

•	기술/제품	시장의	

확실성

•	사업화	속도	빠름

기술수요자	

연계성

•	낮음 •	높음 •	높음 •	기술개발	목표	및	

방향성	명확

중개자의	

역량

•	다루는	기술의	

양에	비해	거래	

전문인력	부족

•	다루는	기술의	

양에	비해	거래	

전문인력	부족

•	거래	전문인력	충분 •	높은	서비스	품질

중개자의	

역할

•	웹	게시	등의	

소극적	마케팅

•	기술거래소의	

내부	네트워크	

위주	탐색

•	RFP	작성	보조	등	

컨설팅	지원(수요	기술	

명확화)

•	고유의	공급자	

Pool에서	탐색

•	기술	매칭	확률	높음

기술제공자	

/	수요자	

탐색	범위

•	국내	위주

•	내부	네트워크

•	국내	위주 •	글로벌	네트워크 •	솔루션의	존재확률	

높음

•	기술수준	높음

기술평가	및	

선정

•	기술수요자 •	기술제공자 •	기술수요자 •	사업화	판단의	현실성

•	사업화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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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노센티브(Innocentive)

이노센티브는 원래 다국적 제약회사인 엘라이릴리(Eli Lilly)사에서 외부 기술을 탐

색/발굴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혁신 기술을 중개하는 회사로 독립한 사례이다. 

이노센티브는 웹 환경에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

으며 화학, 바이오, 물리학, 엔지니어링, 수학,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기술 중개 대상을 넓

혀가고 있다. P&G, BASF, 액슨 모빌 등의 글로벌 기업과 비영리재단 등도 수요자로 참여

하고 있으며 전 세계 14만여 명의 전문가 등이 기술 공급자로 참여를 하고 있다. 수요 기업

이나 단체가 필요한 기술 내용을 이노센티브의 웹에 내용을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기술

공급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들이 응모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수요기업은 

기술적 문제 해결의 비용으로 적게는 수천 불에서 최대 백만 불까지도 성공 보수로 제공

하고 있으며, 이노센티브는 중개의 역할로 일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나. 나인시그마(NineSigma)

나인시그마도 수요기업과 기술 공급자를 연결한다는 점에서는 이노센티브와 유사

한 모델이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

다. 나인시그마의 경우는 수요기업이 나인시그마의 개방형혁신 중개 모델을 통해서 확보

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먼저 컨설팅해주고 수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RFP(Reque

st for Proposal)를 작성하도록 컨설팅을 해준다. 작성된 RFP는 나인시그마에서 보유하

고 있는 전 세계 약 80만 여 명의 기술공급자들 중에서 관련성이 있는 후보자들에 E-m

ail로 발송한다. RFP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술공급자는 

제안서를 나인시그마에 전달하고 나인시그마는 이들 제안서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다

고 판단한 제안서를 수요기업과 연결해 준다. 대표적인 사례로, P&G는 나인시그마를 통

해서 2006년까지 약 100여 건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SK Tel

ecom 등도 참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4년에 온라인 지식 중개 채널 형태로 진출

을 해서, 많은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2.

개방형	혁신의

사례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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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인시그마	LinkedIn

다. 기술닥터 

경기도의 대표적인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애로 기술 해결 및 전문가 매칭 기술지원 

사업으로 기술닥터가 있다. 중기애로 기술, 현장 기술 지원 및 연구개발 전문가의 매칭을 

통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특히 제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지원하는 사업

이다.

*출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기술 닥터 사업의 목적은 산·학·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인력, 기술, 장비, 

정보)을 활용한 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을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사업

으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기업 지원 사업으로, 기술 개발, 

마케팅, 생산 기술, 유통, 품질 관리, 글로벌 생산 지원 등의 전 분야에서 해당 전문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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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이다. 또한, 기술 닥터의 성공으로, 마케팅 닥터, 디자

인 닥터 등의 많은 유사 사업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다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현장 기술 지원 사업이다. 

*출처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라. iHUB(California Innovation Hub)

미국 캘리포니아 16개 지역에 미국 연방 정부 및 캘리포니아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일종의 사업 및 경제 개발 지원 센터이다. 16개 각 지역마다 특화된 사업 분야를 집중적으

로 활성화하는 전략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iHUB는 연구 개발도 지원하지만, 특히 사업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지원센터의 특징으로는 지역 전문가, 특히 캘리포니아의 우수한 

대학교 교수진/연구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

서 많은 혁신적인 회사 및 플랫폼이 탄생하고 있다. 

단계 지원프로그램 내용 지원금 기업	부담금 선정방법

1
현장		

애로기술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전문가)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3,000

천	원	이내
없음

선착순

(예산범위	내)

2

중기	

애로

기술

지원

일반중기	

애로기술

지원

현장	애로기술지원	이후	4개월	동안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지원(기술지원비,	

재료비,	외주가공비,	시험분석비	

지원)

20,000

천	원	이내

(선지급)

총	비용의	

20~30%

서면심사

발표심사

고용연계	

애로기술

지원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또는	

과정	중의	인력이	2개월	이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술을	지원하거나	

퇴직기술전문가가	2개월	이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술	지원

26,000

천	원	이내

(선지급)

총	비용의	

20%

3 상용화지원

중기	애로기술지원	완료	후	6개월	

동안	신규	제품화	지원(제품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시작금형	

제작의	전과정에	대한	지원,	

기술지원인력,	기술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	가능)을	통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고용창출을	유도

45,000

천	원	이내

(선지급)

총	비용의	

20~30%

서면심사	

발표심사

전주기적	문제

해결지원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지원,	

목업(3D	프린팅)	지원

5,000

천	원	이내

(후지급)

총	비용의	

20~30%
서면심사

※	전주기적	문제	해결지원은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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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HUB에서는 캘리포니아 내의 iHUB 외에도 이스라엘에 iHUB를 설립하였

다. 이스라엘에 있는 iHUB는 캘리포니아의 iHUB와 함께 양국 간의 풍부한 전문가 활

용 및 사업적인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 업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미국 기업과 

같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R&D 

연구개발 자금이 집중되어 있다. 아직까지 iHUB는 아시아에 진출을 못하고 있으며, 

iHUB가 한국 진출을 한다면, 캘리포니아의 사업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에 많은 협력 모

델이 될 수 있다. 

*출처	:	iHub	홈페이지

가. 공공에서의 역할

서울시와 같은 공공에서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들

에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세일즈, 특히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도움이 절실히 필

요하다.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랫폼 기반의 쉬운 마케팅 환경 조성에 주

력하는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가 창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마케팅 플랫폼의 자원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자율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내에 있는 다양한 마케팅 

회사, 컨설팅 회사, 전문가들의 모임 등을 마케팅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

하는 그림이다. 예로, 공모전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마케팅 플랫폼의 모

양을 발굴하여 완성도 높은 마케팅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적·질적으로 지원하

는 것이다.  

3.

개방형	혁신을	위한

서울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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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장 중요한 콘셉트가 바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다. 서울시에 있

는 기업들을 위한 개방형 마케팅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림으로, 서울시 및 국내외에 있는 

많은 전문가 집단과 이러한 기술자 및 아이디어를 찾는 수요자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

폼을 제안한다.  

마케팅은 단순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성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포

함하고 있다. 국내의 많은 공공에서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시제품 제작이나 홍

보물 제작 등에 많은 지원이 있으나, 실제 시제품을 양산해서 판매되는 비율은 상대적으

로 매우 낮다. 국내 대기업에서도 많은 연구 개발 및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제

품 및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지만, 양산 판매 단계에 못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실제 마켓의 

Needs나 고객 분석을 충분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나 이러한 활동에는 많

은 전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서울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는 부담이 매우 크다.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킥스타나 인디고고의 경우, 시제품의 영상이나 홍보물을 

올려서 펀딩을 하는 그림이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상품성 확인 및 고객의 실제 Needs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및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및 스

타트업의 대표자들과 인터뷰를 하면, 내가 만든 제품을 팔 수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Pre-Sales 형태로 초기 

2개월 정도 진행하는데, 대부분은 이메일 홍보를 통한 응답률 및 제품 구매율에 집중하

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고객 DB를 가지고 응답률을 유도하기 위한 초기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적인 응답률은 대부분의 경우 10% 미만으로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기

에는 초기부터 콘셉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 소프트웨어 혁신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본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마케팅 플랫폼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혁신을 지원하

는 그림이다. 개방형 마케팅 혁신을 통해서, 혁신적인 마케팅 전문가를 찾는 수요자와 역

으로 마케팅 전문가가 혁신적인 제품 공급자/기술 보유자를 찾는 그림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림이다. 또한, 혁신적인 마케팅 전문가와의 교류 지원을 확대 및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 

전문가의 서울시 회사와의 연결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플랫폼은 단계별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초기 

상품성 확인 및 상품기획, 국내외 마케팅 전문가 연결 및 지원, 국내외 판매 채널 연결 및 

지원의 3단계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자동차, 반

도체, AI, IoT, 5G, 모바일, Consumer 등에서 많은 Use-Cases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 필자는 현재 하만에서 삼성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총괄하고 있

다. 하만에는 약 27,000명의 임직원이 전 세계 약 40여 개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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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인력들

은 인도에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뉴델리, 방갈로, 푸네 등에 각 핵심 분야 소프

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있다. 소프트웨어의 개방 혁신을 회사 내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음을 

본 필자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고객과의 협의로 새로이 구성되

면, 이와 관련된 전문가 개발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Program Manager, Cost Mana

ger 및 Delivery 등이 구성되며, 이것은 회사 내의 신속한 집단 지성 형태의 모습으로 매

우 신속한 개방형 혁신을 보여 주고 있다.  

인도는 소프트웨어 강국임에는 틀림이 없다. MS, Intel, Amazon, 구글, Facebo

ok, Polycom, British Telecom 등의 글로벌 회사들이 인도에 핵심 연구 개발연구소를 설

립하여 많은 우수한 인도 엔지니어들과 R&D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인도라는 나라 전

체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개방형 혁신 형태의 모습으로,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분야

의 전문가를 상대적으로 신속히 해당되는 기업 및 수요처에 개발과제 및 마케팅/품질 등

의 부양에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필자가 2018년 7월에 인도 출장 시 매우 특이한 버

스 광고를 아래와 같이 보았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개발자 구인 광고였고, 구체적인 구인 

광고 내용이었다.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인도에 핵심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설립하는 이

유 중의 하나는 인도 나라 전체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개방형 혁신

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라고 본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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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도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많이 있다. 또한, 개방형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 또한 서울시 및 주변 광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개방형 혁신의 모습으로, 이러한 수요 기업들과 전문가들을 적극

적으로 맞춤형으로 매칭하여 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에는 우수한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면, 서울 및 인근 도시에 많은 우수한 기업들, 우수한 

대학, 우수한 기관 및 글로벌 기업이 이미 많이 설립되어 있다.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도 이러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 부분적으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를 서울시

에서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구성을 하여 혁신적인 형태로 업그레이드하면 된다고 생

각한다.   

마케팅은 단순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당사가 개발하고자 하

는 제품/솔루션/플랫폼의 시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제품 

개발을 마친 후 마케팅을 한다는 개념이 아닌, 사업 기획 및 상품 기획 단계부터 이미 마

케팅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획 단계에서 이미 마케팅 전략은 수립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 요소가 되었다.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도,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많은 기업이 신청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서는 먼저 외부 전문가 등의 도움 및 

자체적인 인력 확보를 통해 준비 및 진행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유사한 마케팅 지

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혁신적인 형태의 맞춤형 마케팅 플랫폼 및 혁신

의 모습으로의 발전 및 개선이 필요하다. 

Microsoft는 지금도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글로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 세

계 곳곳에 설립된 글로벌 연구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종 고객 정보, 시장 정보 및 기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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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정보 등이 공유되고, 활용되고 있다. 이제는 마케팅도 이러한 24시간 형태가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을 준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케팅도 정보 전쟁의 영향을 가

장 많이 받는 분야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글로벌 24시간 마케팅 형태의 모습이 이제는 

마케팅 전쟁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서울시와 연계된 글로벌 파트너사, 마케팅 전문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마케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지역별 마케팅 전략, 전문가 Pool 재정립, 수요 기업들과의 

지역 전문가 및 마케팅 전문가 매칭, 각종 필요 정보 제공 및 실적 관리를 지속 지원하

는 서울형 마케팅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으로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철원 저, 과학기술정책, 

2008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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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창업친화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정주 외국인 창업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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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서울시의 인구 고령화 및 경제적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쟁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재유치와 글로벌 

창업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외국인 창업지원제도 및 거주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연구의 결과 분석 및 시사점

•  2017년 창업지원 70여 개 중 21개가 해외진출사업으로써 서울시는 다양한 외국인 창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

•  창업비자제도 및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는 그 제도 중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언어 및 복잡한  

서류과정으로 외국인 창업자들의 활용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음 

•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인재유치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 

•  양질의 창업자 양성을 위해 외국인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외국인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받고 졸업 후 

연계된 기업에 취업하거나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VISA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함 

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8년	3월	1일	~	2018년	8월	10일

연구과제명	 창업친화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정주	외국인	창업	지원	전략	

연구책임자	 이우진

참여	포럼위원	 이우진,	김가영,	오혜미,	엄승권,	이영은(총	5명)

색인어	 한글	외국인창업,	글로벌창업,	서울시외국인창업,	창업환경,	창업비자

	 영어		Foreign Startup, Global Startup, Seoul Foreign Startup, Entrepreneurial environment, 

Startup Vis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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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인구는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생산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서울시의 경쟁력 저하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인재유치와 글로벌 창업 활성

화를 위한 서울시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2016년 기준으로 404,03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수치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22.9% 수준에 달한

다. 서울시의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

가 예상된다. 서울시의 글로벌 창업 활성화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미래의 중요한 인

적자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외 우수 창업가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현재 많은 대학이 외국인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의 

대학 지원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외국인 학생 유치는 대학의 재정적 기여

에 매우 중요한 원천이자 글로벌 창업 진출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에서 외국인 창업에 대한 제도와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창업자들을 위한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요약문

제목

창업친화도시	서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정주	외국인	창업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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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자국인의 해외진출 및 자국의 외국인 창업지원 활성화

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 2017년도 창업지원 70여 개의 사업 중 21

개가 해외진출 관련 사업이었고, 이중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술창업지

원’ 사업을 제공하여 창업자금, 멘토링, 교육 등과 창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2013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창업비자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을 도입하여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기술창업과 이민을 촉진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외국인 창업지원정책 및 비자제도를 살펴보았는데, 그중 미국이 가장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tartup Act 3.0을 

통해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도 미국 내 외국인 창업을 허용하고 높은 교육수준과 글

로벌 감각을 소유한 우수 외국인 창업가를 유치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이민/비이민/유학생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고학

력, 고기술의 우수 인력들의 미국 내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본 과제에서는 실제 국내에서 창업을 하는 외국인 창업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서울거주여건 및 창업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대다수의 창업자가 

한국 비자 연장에 있어서 요구하는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외국인 결제시스템에

서도 결제 한도 금액이 낮아 불편함을 겪었다.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인재유치계획은 단기적·중기적 관점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에 

잔류한 기업의 수는 저조하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 한국 거주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우수 외국인을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 받도록 

하고 졸업 후 연계된 기업에 취업으로 연결시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VISA 문제를 해결

해주어야 한다. 정부지원 외국인 장학생은 기업이 영세하더라도 VISA 취득이 용이하

기 때문에 창업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

는 VIS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들이 VISA 취득 및 연장, 유지에 대한 정

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창업 준비 

VISA를 취득한 외국인은 경제활동이 불가하므로 그 기간 동안 국내 체류를 도와줄 수 

있는 최소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Ⅲ.	

연구결과

Ⅳ.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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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인구는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1천만 명 이하의 수준

으로 줄어들었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는 경제적으로 생산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

로 거론이 되어 왔으며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

심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인구가 감소되는 주된 이유는 거주자가 체감하는 경

제적 어려움이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거비용 및 임대료가 저

렴한 주변 지역(경기, 인천 등)으로 인구이동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생산인구의 감소현황과 서울시의 인구변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울시의 인구감소로 인한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

으며, 현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서울시가 

수년간 노력하고 있는 글로벌화와 인재유치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

책의 한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생산인구의 감소를 막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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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논의의 초점을 외국인 인재유치에 대한 부분과 글로벌 창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좁혀 서울시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어떠

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2012년에는 406,293명에서 2013년에는 

359,640명으로 감소하였지만, 2014년에는 415,05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기준

으로 404,03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22.9% 수준이며 32.4%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

이다. 서울시의 외국인 거주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54% 

이상(2015년 기준)으로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수치를 보인다.

전국 대비 서울시 거주 외국인 비율 및 성별 비율

*자료:	안전행정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서울시	자료

이러한 외국인 거주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 92.8%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계 중국인이 29,730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중

국인과 대만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남아시아 출신은 총 2,437명 중 베트남인이 

1,58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인구의 

4.5% 수준으로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는 서울시가 수년간 노력해 오고 

있는 글로벌 창업 활성화와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외의 우수

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의 창업을 유도하여 서울

2.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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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외국인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무엇보다도 향후 글로벌 진

출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본국에 또 다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과의 

공동창업은 우리로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글로벌 진출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많은 대학이 외국인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국내의 대학은 지원

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그 존폐의 갈림길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

는데, 정원 외로 집계가 되는 외국인 학생의 유치는 대학에 재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단기간에 우리가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며 글로벌 창업으로의 진출

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만난 외국인 창업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외국인 창

업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토로했으며,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목

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미 창업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창업자들은 정부에서의 관

행적인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용산의 서울글로벌창업센터는 외국인 스타트업을 중심

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쳐가고 있으며, 서울글로벌센터는 무역을 하는 외국인들을 중심

으로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외국인 창

업자들은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과 지원으로 어려움과 혼란도 

공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8 서울글로벌창업센터 및 서울글로벌센터의 모집공고

한 방향의 시각으로 보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왜 외국인을 지원해줘야 할까 하는 

단편적인 사고도 할 수 있지만, 앞서 서술하였듯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사

회가 글로벌 창업기업을 키워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서울

시의 경제성장도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있는 필수적인 그리고도 이제는 필연적인 성장의 

원천이다. 

본 연구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외국인의 

창업에 대한 제도와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창업자들을 

위한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동안 서울시가 노력한 글로벌화와 외국인 인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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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라는 얽힌 실타래의 많은 부분이 최근의 경제트랜드인 창업과 접목이 되어 ‘외국인과

의 공동창업을 통한 글로벌창업’으로 잘 풀어내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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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시 외국인 체류 현황 및 특징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체류 외

국인 수는 2017년 말 기준 2,180,498명으로 2016년 대비 6.4%(131,057명) 증가하였

고, 최근 5년간 연평균 8.5%의 증가율을 보인다.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13년 3.08%에서 2017년 4.2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기 체류 외국인 수(등록외

국인 수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수)는 2013년 1,219,192명에서 2017년 말 기준 

1,583,0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국적별 체류 외국인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 46.7%(1,018,074

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7.8%(169,738명), 태국 7.0%(153,259명), 미국 

6.6%(143,568명), 우즈베키스탄 2.9%(62,870명), 필리핀 2.7%(58,480명) 등의 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은 2013년 이후 연평균 8.5% 증가하였고, 특히 2013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국가(지역) 순서는 러시아(250.3%), 태국(178.1%), 미얀마(96.4%), 

1.

국내	외국인

창업	지원정책	

제1절. 국내외 외국인 창업 지원정책

Ⅱ. 본론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체류	외국인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인구 51,141,463 51,327,916 51,529,338 51,696,216 51,778,544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
3.08% 3.50% 3.69% 3.96% 4.21%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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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89.2%), 홍콩(86.2%), 네팔(66.4%), 우즈베키스탄(63.2%), 캄보디아(47.3%) 등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적(지역)별 체류 외국인 구성 비율

*자료: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 수를 살펴보면, 2006년 148,966명에서 2015

년 457,806명으로 10년 동안 3.1배 증가할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 수

는 2015년 기준 서울시 인구(10,103,233명)의 4.5%에 이르고, 전국 외국인 주민 수

(1,741,919명)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이 1만 명 이상 또는 5% 이상인 곳

을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으로 보는데, 서울에서만 16개의 구가 해당한다. 외국인 주민 

수가 많고, 인구 대비 비율이 높은 시군구는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순으로 나

타나며 외국인 주민 수 3만 이상인 곳은 영등포 55,427명, 구로 48,279명으로 조사되

고 있다. 인구 대비 비율 1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내 총 3곳으로 영등포 13.9%, 금천 

12.0%, 구로 10.9%로 나타난다. 

서울시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전국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비전문취업과 결혼이민

자 구성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재외동포와 방문취업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거주 외국인은 재외동포 및 방문

취업 비율이 높고 비전문취업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평균 수

치는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21.9%, 방문취업 21.0%, 비전문취업 19.3%의 구성이지만, 

서울은 재외동포 32.3%, 방문취업 23.8%, 비전문취업 0.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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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주민 매트릭스 분석 

*자료: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2017)

국적별로는 서울이 전국과 비교하여 중국동포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성별, 연령별

로는 여성과 고령자의 비율이 높다.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거주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의 비율은 73.4%(중국동포 60.0%)로 전국 55.0%(중국동포 43.5%)에 비해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비중은 전국은 남성(55.8%)이 여성(44.2%)보다 높지만, 

서울은 여성(52.7%)이 남성(47.3%)보다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서울시 거주외국인 인구학적 특성(2015년 기준)

*자료:	서울시	이주노동자	실태와	노동권	보호	방안(서울연구원,	2018)

구분
인구	대비

4%	이상

인구	대비

3%	이상

인구	대비

2%	이상

인구	대비

2%	미만

외국인	주민	수

10만	명	이상

영등포구

구로구

외국인	주민	수

5만	명	이상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외국인	주민	수

3만	명	이상

동대문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동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강서구

외국인	주민	수

1만	명	미만

구분 전국 서울

성	별
남자 55.8 47.3

여자 44.2 52.7

연	령

15~29세 30.3 24.9

20~29세 29.1 23.3

30~39세 24.9 18.5

40~49세 17.5 17.5

50~59세 16.7 23.0

60세	이상 10.6 16.1

국	적

중국 55.0 73.4

중국동포 43.5 60.0

중국(한국계	제외) 11.5 13.4

중국이외 45.0 26.6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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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특성은 서비스업 중심의 장시간 근로가 많았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 격차도 큰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도소매 및 숙박, 음식점 

취업 비중이 높은데, 전국 기준에서 산업별 종사자를 살펴보면 광업·제조업(46.5%), 

서비스(19.2%),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19.0%) 순이었지만, 서울은 서비스(33.9%), 도

소매 및 숙박·음식점업(33.7%), 건설업(15.9%), 광업·제조업(11.3%) 순으로 서비스업

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 고용 불

안정, 장시간 노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 수준은 전국에서 100만 원 미만이 

4.9%, 300만 원 이상이 7.8%인데 비해, 서울은 100만 원 미만이 5.4%, 300만 원 이상

이 14.0%로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종사자지위별 전국은 상용근로자 비율

이 58.9%이지만, 서울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31.3%에 불과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비

율이 62.7%에 달하는 수준이다. 근로시간은 전국 기준에서는 60시간 이상이 26.6%이

지만, 서울은 60시간 이상이 31.8%로 나타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업무환경이 열

악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거주외국인 고용 특성(2015년 기준)

*자료: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고용노동부)

구분 전국 서울 구분 전국 서울

산

업

농림어업 4.3 0.5

사

업

장

규

모

1~4인 21.4 31.8

광업·제조업 46.5 11.3 5~9인 20.5 24.5

건설업 9.2 15.9 10~29인 25.4 20.8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19.0 33.7 30~49인 12.6 8.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6 4.8 50~299인 16.6 9.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9.2 33.9 300인	이상 3.6 4.6

직

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0 17.6

종

사

상

지

위

상용근로자 58.9 31.3

사무종사자 3.3 6.6 임시·일용근로자 36.9 62.7

서비스·판매종사자 11.3 18.1 비임금근로자 4.1 6.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5 0.3

근

로

시

간

일시휴직 1.5 1.2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0.1 21.1 20시간	미만 2.2 3.4

단순노무종사자 31.8 36.4 20~30시간	미만 2.7 3.2

임

금

100만	원	미만 4.9 5.4 30~40시간	미만 4.5 6.7

100만	원~200만	원	미만 53.1 52.7 40~50시간	미만 37.6 35.0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4.3 27.8 50~60시간	미만 25.0 18.8

300만	원	이상 7.8 14.0 60시간	이상 26.6 31.8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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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에 주거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

는데, 임금·퇴직금 체불 및 계약조건보다 임금을 하향 지급하는 것, 초과근로수당 미

지급, 근로계약과 불일치 등 임금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영세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가장 많고, 노동부 신고 및 사장과 협의과

정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도 다반사다. 취업 시에도 근

로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51.9%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대로 행해지지 않는 사례가 51.9%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나. 중앙정부의 외국인 창업지원 정책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자국인의 해외 진출 및 자국의 외국인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중앙정부에서 진행한 창업지원 70여 개의 사업 

중 해외진출지원과 관련되어 추진한 사업은 총 21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K-스타트

업넷 기준 유형별로 구분하면 시설 및 공간사업이 2개,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이 2

개, 사업화 지원이 12개, R&D 사업이 2개, 그리고 판로 및 해외 진출 사업이 총 3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

가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3개 사업 중 18개의 해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부에서는 33개 중 2개가량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총 지원 예산은 약 499억 원가량으로 미래부 286억 원, 중기청 213억 원으로 추정

된다(2017년 기준). 

이 중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외국인 기술 창업

지원’을 들 수 있다. 외국인 기술 창업지원 사업이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

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우

수 해외인재를 지원하여 국내에서 창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목적

이 있다. 지원대상자는 학사 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또는 귀환 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이며 지원 예산 및 규모는 팀당 2000백만 원 정

도 있다. 선정된 팀들에게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 멘토

링,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창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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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

다. 비자제도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

내의 외국인 창업에서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비자문제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 해

외 우수 기술 인력의 국내 유입 및 창업촉진을 위해 ‘외국인기술창업 촉진방안’을 마련

하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창업비자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뿐만 아니

라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비용 지원 및 국내 창업에 

필요한 법인설립, 세무 등의 창업프로그램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창업자들을 

위하여 창업비자제도 및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을 신설하였다. 일자리 창출 

및 창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2013년 창업비자를 신설하고 영주비자 발급 대상에 창업

비자 소지자를 포함하게 된다. 2014년 5월, 중소기업부(구 중소기업청)는 창업교육정

책을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으로 표준화하고 창업사업화 및 창업비자 취득

을 지원하는 기술창업프로그램을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에 설치 하에 실시하였다.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학비자와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가 있다. 

유학비자의 종류는 총 9가지로써 초중고생, 외국인연수, 교환학생들을 제외한다면 5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유학비자로는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비자

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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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 취득 비자(유학비자) 종류

전문직 취업을 위해서는 총 16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는데, 외국인 교습을 위한 비

자 3가지(일반회화강사, 학교보조교사, FTA영어비자)와 예체능 계열 특수비자 3가지

(예술연예, 호텔유흥, 운동)를 제외하면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전문직 

취업 비자 및 거주권자/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관광취업비자

도 있으며 방문취업비자도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자명 발급대상

전문학사

(D-2-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학사유학

(D-2-2)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석사유학

(D-2-3)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박사유학

(D-2-4)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연구유학

(D-2-5)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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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인력 취득 비자(유학비자) 종류

*자료:	대한민국	법무부	비자포털	(https://www.visa.go.kr/)	내용	재구성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단순비자, 더블비자, 복수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으며 비자 

상에 기재된 또는 입국 시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

할 수 있다. 

비자 종류

비자명 발급대상

단기취업

(C-4)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구직활동

(D-10-1)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

예술흥행(E-6)*·특정	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도	포함됨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되며,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됨

기술창업활동

(D-10-2)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
-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특정활동

(E-7-1)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FTA독립

(E-7-91)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라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대한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특정능력

(F-5-11)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종류 입국제한

단수비자 유효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입국	가능

더블비자 유효기간(6개월)	내에	2회	입국	가능

복수비자 유효기간(1년,	3년,	5년)	내에	제한	없이	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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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

더라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자발급 당시 계약된 

고용주가 아닌 다른 고용주와 별도의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비자조건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라.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란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

ation System의 약자로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창업보육프로그램과 비자제도를 연

계하는 방식으로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기술창업·이민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3년 창업비자 (D-8-4)를 신설하고 창업비자 소지자를 

영주비자 발급 대상에 추가했으며, 중소기업부에서는 창업교육정책을 창업이민종합

지원시스템(OASIS)으로 표준화하고 창업 사업화 및 창업비자 취득을 지원하는 외국

인 기술창업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OASIS는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9개) 전체를 말하며, 각 프로그램 당 점수가 부여되고 80점 이상 취득 시 창

업비자(D-8-4)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창업비자 자격 취득 대상자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고 법인설립을 하였으며, 360점 중 80점 이상 득점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의 창업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라 우선적으로 국내

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창업유학생 창업 여건의 개

선을 통해 외국인 창업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창업비자 발급의 기준을 살펴보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

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입증해야 발급 가능하며 무역경영비자는 창업 투자금 기준

조건이 완화되었음에도 외국인 창업가들을 위한 별도의 자금조달시장이 발달하여 있

지 않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그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들

에게 국내 석사 이상의 학위 및 OASIS를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자들에게는 1억 원의 

창업 투자금 기준 요건(최대 5,000만 원까지는 국내 형성 자본 허용)을 충족할 경우 비

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복잡한 신청절차 및 까다로운 서류 요구로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및 업종별로 

세분화된 교육이 부족하여 교육의 효과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인, 재외

동포, 귀환 유학생 등 대상자별로 한국의 이해도가 상이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획일

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 창업지원기관 및 투

자·세제 등 외국인들에게 필요하고 이해하기 쉬운 창업 정보가 부족한 것도 주요 애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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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비자(D-8-4) 포인트 흐름도 

마. 서울시 외국인 창업지원 기관 

서울에서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창업대학 등 외국인 창업

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은 주로 기술교육으로 

국한되며,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면세지원, 인력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제도는 부

족한 편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공통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세부 프로그램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창업교육 프

로그램 운영도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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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서울글로벌창업센터 내부 모습

‘서울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 관련 교육을 제공하

고, ‘동대문글로벌센터’는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비즈

니스 특화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창업기반 구축 및 무역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며, ‘서

울글로벌 창업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제공. 비자 취득 및 법률·회계·특허 컨설팅, 1:1 멘토링 등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도 지원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술력과 창업의지가 높

은 외국인 창업자를 선발하고 글로벌 창업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하여 외국인 창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의사결정권자 중 20% 이상 외국인인 

예비창업팀 및 창업 3년 이내 팀을 대상자로 하며 입주 후 6개월 이내 신규창업 또는 센

터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팀이어야 한다. 연간 총 40팀 내외를 선발하며 이 중 신규 20

팀, 연장 20팀으로 구분하고 있다.

입주기업	연장	

가이드라인	안내	

’17.12월	말

입주계약

’18.4월	말

모집계획공고

’18.2월	초

최종	합격자	발표

’18.4월	중

신청서접수

’18.3월	중

PT	대면	심사

’18.4월	초

서류심사

’18.3월	말

서류합격자발표

’18.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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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게 되면 기업들은 심사 및 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내실 있는 입주기업 관리와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연장 및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창업전략 

정기교육 및 성공창업 멘토링,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월간 네트워킹 프

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밖에 입주기업이 아닌 외국인 예비 창업자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창업

저변확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입주탈락기업, 엑세스 멤버십 가입자,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워킹 활성화를 위해 상시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에 관

심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창업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커뮤니티는 외국인 창업자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센터에 향후 입주할 수 있는 예비 창업가 및 예비 입주자를 확보

하고 창업 아이템을 통한 창업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서울 인근 대학교 창업 모임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창업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

고 창업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 예비관학교인 외국인 유

학생 인턴십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창업자 모집 분야 및 홍보방안

매년 8월에는 입주한 기업 중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

여 역량을 제고하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Pitch Party)를 개최하고 있다. 입상한 팀들

에게는 지적재산권, 경영/기술/창업/회계 컨설팅, 홈페이지 및 앱 구축 등을 통해 사업

화 연계를 후속 지원하고 있다. 

2)	서울글로벌센터	

서울글로벌센터 내부 모습

모집분야 모집분야 모집홍보	방안

글로벌	진출,		

코딩,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

외국인유학생 외국어	학당,	창업동아리,	영어권/중화권	온라인	SNS	활용

창업기업 서울시	관내	창업보육센터	연계	네트워크	활용	등



146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147 셋, 글로벌 분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부터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다국

어 종합 지원 센터로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생활지원팀에서는 교육, 의료, 교통, 금융과 같은 생활상담과 법률, 노무, 

부동산 등과 같은 전문상담 등 비즈니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

고, 비즈니스지원팀에서는 비즈니스와 창업에 관한 기본 컨설팅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

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실, 창업 세미나, 서울 생활 오리엔테이션(서울에 처음 온 

외국인 대상) 등의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 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자를 선발하여 기본 6개월, 평가 후 추가 6개월의 기간 동안 인큐베이션 오피

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글로벌센터를 비롯한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 동대문글로

벌센터에서의 상담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6개 국어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 지원을 위해 2010년에 개관하였다. 센

터에서는 서울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정착

을 지원하고자 비즈니스 종합 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창업용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영어와 중국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동대

문에 위치한 동대문글로벌센터는 2015년에 개관하였으며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아권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몽골, 러시아, 중앙아시

아권 외국인 대상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비즈니스 상담과 창업멘토 상담을 실시

하고 있으며 ‘서울시 외국인 무역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무역개론, 무역마케팅 등 무역업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 미국

1)	미국의	경제	현황	및	외국인	창업	지원

미국의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되는데 이전을 Wall Street Economy, 

이후를 Main Street Economy로 요약해볼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혁신 국가로 거듭나

는 데는 주요 정책들이 있었는데, Innovation America Initiative(2009), Startup Ame

rica Initiative(2011),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ct(2012, 

2014), Startup Visa Program(2016) 등이 있다. 또한 주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DoS의 

Global Entrepreneurship Program(2010), DoC의 The Presidential Ambassadors 

for Global Entrepreneurship(2014) 등이 있다. 미국은 고급 두뇌 외 혁신가 유출 대비, 

지적재산 확보, 미국기업의 국제 기술표준 패군 강화, 미국 기업들의 혁신제품 시장선도, 

미국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지배력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해외	외국인

창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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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ffman Index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들의 창업비율은 2009년 10만 명 중 615

명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2014년에는 10만 명 중 524명, 2015

년에는 533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1996년 이민자들이 창업한 비율 13.29%

와 비교해 본다면 2015년에는 27.48%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미국의 Opportunity Share of New Entrepreneurs

*주	:	Proxy	indicator	of	the	percent	of	new	entrepreneurs	starting	businesses	because	they	saw	market	opportuniti

es.	Measures	the	percent	of	new	entrepreneurs	who	were	not	unemployed	before	starting	their	businesses

*자료	:	Kauffman	Foundation	calculations	from	CPS.	Yearly	measure	for	U.S.,	three-year	moving	average	for	states,	

and	five-year	moving	average	for	metros.	(2016년	8월	기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지방정부에서도 창업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모

든 주정부 및 지역 정부 개발국에서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어드바이스 및 훈련, 자원제공뿐만 아니라 대출, 정부보조금, 

면세채권과 관련한 재정적 보조, 그리고 사업 위치 및 장소 선정을 위한 지원 등이 제공

되고 있다. 

2)	미국의	비자		

● Startup	Act	3.0	(스타트업법	3.0)

외국인들의 미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Startup Act 3.0(스타트업법 3.0) 창업비

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법안의 창업비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도 미국 내 외

국인 창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높은 교육수준과 글로벌 감각을 소유한 우수 외국인 창

업가의 유치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모색하고자 제안되었다. 스타트

업 3.0 비자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미국의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공계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활동한 외국 학생들에

게는 최대 5만 건의 비자가 발급된다. 또한 1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외국인 창

업자에게는 75,000건의 비자를 발급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3년간 스타트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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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장도 가능하다(제210조, e-B 항). 스타트업 비자를 발급받은 후 1년 이내에 회사·

설립 및 등기 완료, 최소 2명의 정규직을 고용하고(친인척 제외), 최소 10만 달러 투자·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위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창업 후 3년 사이에 최소 5명

의 정규직을 고용한다면 해당 창업자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Startup Act 3.0 시행예정 연설

● National	Interest	Waiver	(EB-2	NIW)

전문직에서 남다른 능력을 보유한 이들에게 취업 또는 투자가 없어도 독립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

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미국 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후 영주권 승인을 기다릴 수 있으며 취득까지의 기간은 1년~18개월이 소요된다. 

해당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 이후 5년 이상의 해

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고학력자이어야 하고,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에 고유한 가치 

및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Eb-6)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자들에게는 7만5천 개 쿼터 내에서 스타트업 비

자를 발급하고 있다. 스타트업 비자는 벤처캐피털 또는 엔젤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창

업자들에게 발급되며,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요건 충족 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

다. 벤처캐피털은 해당 업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는 지난 3년간 매년 5만 달

러 이상 투자한 실적이 있어야 스폰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 비이민비자	(E-2	비자)

E-2 투자자 비자(Investor visa)는 업종과 관계없이 미국법인에 투자하는 투자가

가 신청하는 비자이다. E-2 직원 비자(Employee visa)는 한국 국적의 개인이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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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미국 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현지 법인 직원 채용 시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에만 회사가 있는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이며 지분만 유지된다면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나, 지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

면 다른 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 비이민비자	(L-1	비자)

L-1A 비자는 임원진 또는 매니저급 이상(Executive or Manager)이 미국 이외 

국가에 본사가 있고 미국 내 연관회사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회사에서 1년 이

상 업무를 수행했고 매니저급 이상인 직책으로 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최대 비자발급 

기간은 7년으로 되어 있다. L-1B 비자는 특수기술 소유자(Specialized Knowledge) 

미국 이외 국가에 연관회사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했고, 미국 법인이 1년 이상 사업

을 운영했을 경우 신청 가능한데, 특수기술 소유자 대상으로 엔지니어들에게 쉽게 발

급되며 최대 비자발급 기간은 5년이다. 

단, L-1 비자의 장점 및 주의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또는 창업 기업이 미

국으로 사업 및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 준비단계에서도 신

청이 가능하며 비자와 이민의 이중 계획이 가능하므로 영주권 수속 중에도 출입국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설회사의 경우 1년 안에 셋업이 끝나지 않으면 비자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다.

● 비이민비자	(H-1B)

직무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매년 4월 1일부터 일주일간 접수 가능하며 비자 쿼터보다 신청자가 

많아 랜덤하게 뽑기를 하여 비자 발급이 되며, 이후 10월 1일부터 H-1B 비자로 근무 가

능하다. 법인 소유의 국적이 상관없기에 해외 투자를 많이 받은 법인에 적합하며,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L-1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수속 중에도 출입국

이 자유롭지만, 미 노동청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하므로 경제적인 부

담이 있을 수 있으며,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파트타임 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유학생	대상	비자	혜택(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외국인 유학생 창업지원사업으로  F-1 비자가 있는 경우, 주요 학습 영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이다. OPT(Optional Practical Train

ing) 선택 실습 시 자격이 주어지며 12개월까지 인증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고등 교육 기

관에서 학위를 받을 때도 OPT 12개월 추가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또

는 수학 학위(STEM)를 소지한 F-1 학생은 완료 후 OPT를 1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

어 최대 29개월 동안 미국에서 취업 활동 유지가 가능하며 최근 미 이민국은 승인 비율

을 대폭 상승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미국 내에서 학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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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숙련된 노동자와 전문가임이 입증되는 경우 EB-2와 EB-

3 영주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전일제 정규 학생과 F-1비자를 통해 선택실습훈련(OPT)

을 받는 학생은 전공 관련 분야 취업 시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이 가능하다. 

나. 중국

1)	중국의	경제	현황	및	외국인	창업	지원

중국의 1인당 GDP는 2015년에 6497.50 USD를 기록하여 세계 평균의 51%에 다다

랐다. 1960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상승하였으며 2015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

다. 중국의 창업증가 속도는 전 세계 1위로써 매일 1.1만 개의 신규기업을 탄생시키고 있으

며, 그 저변에는 벤처캐피털을 비롯한 풍부한 자금원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

체 창업기업의 약 81%가량이 서비스 업종(3차 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인터넷 금융, 전자상거래, 교통서비스, O2O 등 인터넷 플러스1)와 연관되어 있다. 창업지

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의 혁신 클러스터, 인큐베이터와 창커공간, 창업카페 등 인큐

베이팅 방식이 추가된 중창공간이 활성화되고 있다.

● 베이징	외국인	창업	지원	정책

특히, 해외인재 유입을 위해 중국의 베이징시 공안부는 2016년 6월 베이징의 혁신발

전을 위한 출입국 정책조치 20조항을 제정하여 새로운 비자 및 영주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관촌을 혁신 발전의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해외 고급인재, 유학 후 귀국한 외국 국

적의 중국인, 외국인 유학생, 창업단체의 외국인 구성원 등의 인재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는 베이징 혁신발전에 유리한 출입국 환경조성, 해외인재 거주조건 

개선, 효율적인 출입국 서비스 제공, 해외 고급인재와 혁신창업인재의 베이징 영입을 통

한 기술혁신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고급인재란 중관촌 외국국적 고

급인재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으로 중관촌 관리위원회의 추천서를 구비하여 외국

인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기준을 살펴보면, 연수익 및 개인소득세가 신청 시점 

이전 4년간 연속근무하며 매년 6개월 이상씩 거주한 자로서, 신청 시점 포함 이전 4년 연

속 세전 연수익이 50만 위안 이상이고 개인소득세를 매년 10만 위안 납부한 자는 현 직장

의 추천을 받아 신청 가능하다. 임직원은 베이징 인재 주관부문의 인정을 받은 외국 국적 

고급인재 또는 베이징 과학기술혁신주관부문이 인가한 기업에서 고용하고 보증하는 업

계 고급인재로서, ‘인재’ 표기된 취업류 거류허가로 베이징에서 만 3년간 지속적으로 근무

했을 때 소속기업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 가능하다. 만약 영구 체류신청을 할 경우, 

중관촌 관리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면 전용서비스 창구를 마련해준다. 심사기간 단축(현행 

1)	인터넷	플러스란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기타	산업	간의	융합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산업	

혁신,	신업태	육성을	본격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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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 50일) 등의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여 원천기술 혁신과 

프런티어 기술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 내 대학에서 수학한 이들에게는 창업활동을 허가하고 있는

데, 베이징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서류등록을 하고 중관촌 기업에 초청한 유학

생은 port visa 기관에 단기 개인 사무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이 가능하다. 창업단체의 외

국인 구성원들에게 창업 멤버 및 외국국적 기술 인력의 빠른 입국과 장기체류를 돕기 위

해 도착비자 편의를 제공하고, 중관촌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한 외국 국적의 기술 인재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두었다. 

● 상하이	외국인	창업	지원	정책

상하이는 지역특성상 고급 기술인력이 집적화된 도시로, 2000년대부터 해외 유학

파 고급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 귀국하면서 ICT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의 창업

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상하이는 우수대학, 연구기관 특히 외국인과 다국적 기업이 중

국내에서 가장 집중된 곳으로 금융산업이 발전하여 많은 자금이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

이 있다. 상하이의 대학·대기업 창업센터에는 푸단대와 연계하여 창업서비스를 제공하

는 멍상텐디(夢想天地)가 있으며, 상하이 내 대학교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창업기금회에

서 운영하는 STEP은 대학생 창업에 특화되어 있고, 인큐베이팅과 투자가 결합된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텐센트 창업센터는 향후 유사한 창업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하이 시정부는 2015년 5월 소프트 환경 구축, 과학기술의 산업화, 혁신인재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혁신도시 발전계획’과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 상하이시 혁신

창업정책을 발표하였다. 외국인력 유치를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외국우수인력 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하이는 해외 인재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를 완화하였다. 첫째로 체류자격을 기술혁신형 창업인재의 해외인재 거주증(B증) 신청조

건을 줄이고, 연장가능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는 등 외국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취업비

자 규제를 완화하였다. 둘째, 외국전문가증 발급 측면에서 장기간 상하이에서 근무한 외

국 혁신형 인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근무가 필요한 외국계 인재에게 2~5년 기한의 

‘외국전문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창구 일원화제도를 통해 ‘외국인취업증’과 ‘외국전문

가증’ 처리 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여 중복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취업연

령 제한도 폐지하였다. 경력요건 면에서도 외국유학생이 상하이에서 바로 취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후 2년 경력증명 요구사항을 폐지하고, 상하이 지역 내 외국

유학생에 한해 졸업 직후 취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상하

이 체류와 취업을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구, 장장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직접 고용조건을 

‘상하이 소재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에서 ‘상하이 소재 대학의 본과 학력 소지자’로 

기준을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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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자제도		

별도의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비자는 없으며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법인 설립등기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를 받은 후,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후 거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중국 창업/취업 비자 취득 절차

다. 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	경제	현황	및	외국인	창업	지원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2016년에 51855.08 USD를 기록, 이는 세계 평균의 411%

에 해당하며 1960년에서 2015년까지 평균 22402.29 USD로 2015년에 51855.08 USD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싱가포르의 TEA Rate(초기 기업가 활동 비율)는 2012년 11.56

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10.96으로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의 Total early 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Rate

*자료	:	GEM	Singapore	APS(http://www.gemconsortium.org/data/key-aps)

절차 신청항목 관할기관 소요시간 주요제출서류

1 취업허가	신청	 노동과사회보장국	 10일	 영업집조	부본	등

2 취업초청장	신청	 상무위원회	 5일	 영업집조,	가족신청	서류

3 취업비자	신청	 소재국	중국대사관	 5일	 비자신청서,	초청장

4 외국인	취업증	신청 노동과사회보장국	 5일	 외국인	취업허가증	등

5 거류허가	신청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10일	 영업집조,	비준증서	등

6 기존	거류허가	연장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10일	 영업집조,	비준증서	등



152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153 셋, 글로벌 분과

싱가포르에는 Tuition 제도라고 하여 싱가포르 영주권자,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풀타임 유학생에게는 학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학비보조금액은 유학생이 선택한 교과 코

스와 국적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고, 학비보조를 받은 유학생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 후 싱가포르 법인에 고용되어 3년간 일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졸업 즉시 학비보조금 서비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취업의 형태는 싱가포르 법인이 있는 기업으로 싱가포르 정규직이거나 싱가포르에

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자영업, 싱가포르 기업이지만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싱가포르 해외 또는 합작법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싱가포르 법인이 설립한 대

표사무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학비보조금 서비스 의무는 최장 

36개월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신청은 연기를 원하는 시점의 최소 6주 전에 관련 기관

에 요청해야 한다. 연기 기간이 끝나면 싱가포르로 돌아와 학비보조금 서비스 이행을 다

시 해야 한다.

2)	비자제도

싱가포르의 창업비자에는 ‘Entre Pass 비자’라고 하여 회사 창업 시 신청하는 비자

로 기업청(ACRA)에 정식 등록된 회사여야 하며,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 창업비자를 신

청하게 되어 있다. 회사는 최소 5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창업비자 신청자는 회사 주식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합법적인 사모유한회사

를 소유한 경우, 등록된 회사는 6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미등록인 경우에는 등록하기 전

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갱신 시에는 고용창출 및 총 사업비용 관련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기본 조건 외에 아래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하다. 

•	Entre	Pass	보유자는	비자	발급	6개월	이내에	사업이	계획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정부공인	VC나	엔젤투자를	받은	경우,	회사는	최소	1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야	함

•	지적재산이	있는	경우,	사업과	관련	있는	IP에	대해	주주	중	한	명이	IP	소유자여야	하며	만료된	

경우에도	주주	중	한명이	발명자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싱가포르	과학기술연구기구(A*Star)	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연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지속적인	연구	공동	작업에	

참여해야	자격이	유지됨

•정부지원	인큐베이터에	입주해	있는	경우

•비자	취득	시	개인	소득세	납부	의무가	부과됨

•비자	만료	2개월	전에	갱신해야	하며,	갱신	횟수	제한	없음

•	총사업비	15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	현지인	4명	이상	고용한	경우,	동반가족	비자	

(DP:	Dependant’s	Pass: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나	장기거주	비자(LTVP:	Long	Term	

Visit	Pass)	발급	가능

•	총사업비	300,000	싱가포르	달러	이상,	현지인	8명	이상	고용한	경우,	부모까지	싱가포르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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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ntre Pass 신청 조건

라. 독일

1)	독일의	경제	현황	및	외국인	창업	지원

독일의 1인당 GDP는 2015년에 45408.31 USD를 기록하였고, 이는 세계 평균의 360%

에 해당한다. 1970년에서 2015년 사이 평균 32810.22 USD로 2015년에는 45408.31 USD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독일의 기업부도 발생 건수는 2016년 11월에 1,677개 기업에

서 2016년 12월 1,740개 기업으로 증가하였으며, 1975년에서 2016년 사이 기업부도 발생 건

수는 평균 1,701.75를 기록하였다. 2004년 3월 기업부도 발생 건수가 3,755개로 사상 최고

치를 나타냈고, 1979년 11월에는 416개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독일의 초기 기업가 활동비율은 2011년 TEA 지수 5.62로 가장 높게 기록된 후 하락

하다가 2016년 TEA지수는 4.56으로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Total early 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Rate

*자료	:	GEM	Singapore	APS(http://www.gemconsortium.org/data/key-aps)

신청	조건 가이드	라인

•	인정받은	제3자	벤처	투자가나	싱가포르	

정부로	승인받은	엔젤투자가로부터	재정	

지원이나	투자를	받은	경우

•투자금	10만	달러	이상

•지원자는	주주	자격증이나	관련	서류를	제출

•	국립	지적재산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지적재산을	소유한	경우

•지적재산은	국립	지적재산	기관에	등록	완료된	상태

•주주	중	한명은	지적재산	소유주

•	주주	중	한	명이	지적재산의	발명자인	경우,	만기된	

지적재산도	인정

•	지적재산은	창업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계획서와	

관련되어	있어야	함

•	과학기술연구국(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이나	싱가포르	

고등	교육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경우

•	연구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이	있는	공동연구	증빙을	

위해	담당자	제시

•진행	중인	공동연구일	경우에만	가능

•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규	사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중일	경우에만	가능

•사업계획서와	프로그램	참여	사업이	연관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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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에 따르면 2015년 독일에 새로 등록된 기업의 44%가 이민자가 세운 회사

라고 밝혔다. 이는 12년 전인 2003년 13%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한 수치이다. 독일 중소기

업협회에 따르면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의 창업이 

뚜렷한 증가세’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Economist에서는 ‘독일은 미국, 스웨덴, 영국 등

에 비해 창업이 매우 저조한 국가인데 이민자들이 독일에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하며 ‘이민자들은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다른 나라로 이주할 만큼 위험을 기꺼

이 감수하는 사람들이라 창업에 적극적이다’고 표현하였다2). 

2)	비자제도

● 창업비자

독일에서 창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독일의 체류법 21조항에서 외국인의 창업목

적 거주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구상하는 사업이 경제적 이윤과 지역적 필요성을 충족시키

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하며, 개인 자본이나 대출 자본이 충분한지 등을 평가

한 후 허가한다. 또한, 사업 경험과 고용 창출, 혁신과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고 있는

데, 과학자나 연구자로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독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

을 수 있으며, 업무 경험 및 전공 지식과 관련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독일 창업관련 비자

*출처:	www.make-it-in-germany.com

● 자영업	비자(Visa	for	Self-employment)

독일은 자국으로 이주하려는 이들을 위한 준비에서 도착, 독일에서의 정착에까지 도움

을 주기 위한 웹사이트 ‘Make it in Germany’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창업자 또는 자영업, 전

문직 프리랜서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자가 없는 경우 독일에 입국하

여 3개월 이내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미 학업이나 연구목적의 비자

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의 비자협정에 의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업적 이익이나 지역적 수요

가 있거나, 비즈니스 활동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 

2)	조선일보	기사	“독일	창업자	44%가	이민·난민...	낡은	유럽에	새	활력”	(2017.3.9.)

비자	종류 자격 비자발급	조건 증명자료
체류	

허가기간

사업

비자
창업

외국인	및	독일대학	

졸업자,	연구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도	가능

45세	이상인	

경우	

노후대책을	

증명해야	함

구상하는	사업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자산증명서

•	이익	창출	및	지역적	필요성

•	경제에	긍정적	영향

•	안정적	자본

3년	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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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출을 통해 비즈니스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체류 허가 기간은 비자가 발급도

면 거주기간 3년으로 제한된다. 기간 내에 사업이 성공하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

가 되면 정착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	사업

독일에서도 외국인 학위취득 후 구직활동 및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창업지원사

업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블루카드지침’에 따라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 

18개월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며, 구직 기간에 무제한 노동허용 등 외국인 유학생의 독일 구

직을 적극 지원한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연 전일제 120일 또는 반일제 240일까지 경제활동

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최근 졸업하지 않았다면 투자 자금 50만 유로가 가능함을 

보이고, 독일에서 5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음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연합블루카드지침]

개요

유럽연합	외부에서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급	전문인력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여	모든	EU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하였으며	독일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실행법안으로	

발효

신청자격

•	대학졸업자:	독일소재 대학졸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관할 외국인 

관청에서 학위를 인정한 경우 자격 인정

•	연봉조건:	세전 연봉이 최소 47,600유로 이상(2014년 기준, 한화 약 5,800만 원)이거나, 특별히 

인력이 부족한 직종(컴퓨터전문가, 엔지니어, 수학자, 치과의를 제외한 의사 등)인 경우는 최소 

37,128유로 이상(2014년 기준, 한화 약 4,500만 원)인 경우 신청가능

•다른	EU회원국의	블루카드를	18개월	이상	소지한	경우	독일	입국	후	신청가능

체류허가

•	체류가능기간은	4년이며	노동계약기간이	4년	이하일	경우	계약서	상	기간에	3개월이	더해져	

발급

•2년	이내에	이직할	경우	관할	외국인	관청에	허가	필요

•	영주권	취득:	블루카드를	받은	후	법적연금보험을	33개월	지불하거나,	독일어	B1*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연금보험을	21개월	이상	지불하면	신청	가능

*		대표적	독일어권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세	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시험으로	ZD는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CEFR)	기준에	따르면	B1(베	아인스	)	시험은	중급	수준의	시험이며,	

이	시험은	시험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삶,	그리고	은행	업무	등	약간의	특수한	상황에서	대처	가능한	능력을	요구한다.	

(https://namu.wiki/w/Goethe-Zertifik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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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가들이 한국의 외국인 창업환경 및 정주 여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

는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외국인 창업가의 인터뷰를 설계하였다. 인터뷰의 질문을 구성

하고,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추가로 논의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

다. 총 3개의 외국인 창업가가 선정되었으며, 인터뷰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

한 국가의 출신의 창업가를 인터뷰 대상자로 선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목록

인터뷰는 크게 한국의 외국인 창업환경 및 정주여건에 대한 실제 외국인의 의견 및 인

식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창업가의 국적, 한국어 수준, 전공 및 교육 수준 등 기본 정

보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또한, 한국의 글로벌 창업환경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창업동기, 

한국의 전반적인 창업환경, 한국의 창업프로그램, 모국 및 타 국가와 한국과 비교하여 창

업환경의 차이점,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

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외국인 정주 여건에 대한 의견 VISA, 생활환경의 어려움(의식

주 / 의료 / 교육 / 교통 / 행정 / 언어 등), 향후 한국의 거주 의사 등에 대해서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내용 

제2절. 외국인 창업사례

국적 성별 전공 한국어	수준

호주 남 약학 상급

중국 여 국문학 상급

인도 남 IT 상급

구분 세부내용

기본정보 •창업가의	국적,	한국어	수준,	전공	및	교육	수준

창업

•창업동기

•한국의	전반적인	창업환경

•한국의	창업프로그램

•모국	및	타국가와	한국과	비교하여	창업환경의	차이점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

정주여건

•VISA

•생활환경의	어려움	(의식주	/	의료	/	교육	/	교통	/	행정	/	언어	등)

•향후	한국의	거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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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소개

메디잉글리시는 의료 전문가들이 외국인 환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한 영어교육 서비스이다. 메디컬 영역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자

료를 수집, 엄선하여 한국의 보건의료 실정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언어장벽이 해소된다면 전문가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 상승 

및 더 나은 의료 환경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불

편함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

는 데 도움을 주고자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

2)	한국의	글로벌	창업환경에	대한	의견

①	창업동기

한국에 거주하기 전 한국을 자주 방문하였고, 한국에서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

님으로부터 의학 영어에 대한 니즈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의 창업기회를 

발견하였고, 한국에서 창업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글로벌센터를 

자주 방문하였다. 글로벌센터의 창업지원서비스(교육, 멘토링 등)를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창업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하였고, 호주에서 창업했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 창업을 

시작하였다.

1.

MEDIENGLISH

기업명 홈페이지 산업분야 창업가	국적

www.medienglish.co.kr 바이오 호주

3)	기업소개	메디잉글리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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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의	전반적인	창업환경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이 창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존재한다.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며, 외국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절차단계에 따라 서류 및 준비사항을 준비하

기 어렵다.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는 생소한 증명서류 및 인감도장, 공인인

증서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존재한다. 또한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며 이

에 대한 비용이 높다. 또한 창업과 관련된 정부지원사업은 요구하는 서류작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작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정작 사업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③	한국의	창업프로그램	

한국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관련 자금, 교육, 지원 프로그램

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매

진하여 성장해 나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④	모국	및	타국가와	한국과	비교하여	창업환경의	차이점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창업환경은 아시아 국가 중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 창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스타트업의 커뮤니티가 잘 형

성되어 있으며, 투자환경도 더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또한 한국에서 외국인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비자의 문제가 크며, 비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⑤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	

한국의 문화적 차이, 외국인에 대한 시선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창업을 하면서 매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또한 한국기업과 거래하면서 협상 및 계약을 진행하는 데 어려

움이 많으며, 질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너무 빈

번하게 이루어진다.

3)	한국에서의	외국인	정주여건에	대한	의견

①	VISA

모국에서 약사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비자를 연

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비자를 연장함에 있어서 요구하는 서류와 조건이 많으며, 

한국어가 미숙할수록 더 어렵다.

②	생활환경의	어려움	(의식주	/	의료	/	교육	/	교통	/	행정	/	언어	등)

의식주에 있어 불편한 점은 없다. 동사무소, 등기소 등 민원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함

에 있어서 영문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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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련 처리가 어렵다. 또한 은행 등 금융관련 시스템이 외국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결제시스템도 외국인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결제 한도 금액도 낮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편하다.

③	향후	한국의	거주	의사	

향후 몇 년 더 머무를 예정이다. 현재 창업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아이템으

로 한국에서 또 창업에 도전하고 싶다.

MEDIENGLISH 대표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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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소개

한지는 국내에 있음에도 장소, 시간, 비용 등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진행된다.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한知 스터디는 참여자와 참여자 인

근의 한知 리더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知 스터디는 참여자와 리더가 정한 시간

과 장소에서 Offline에서 직접 만나 진행되며, 한知 Offline스터디를 통해 검증받은 한국

어 리더와 온라인 1:1 화상 교육을 통해 스터디가 진행된다. 스터디는 25분씩 진행하며, 참

여자가 정한 시간에 한知 전용 앱을 통해 스터디를 진행한다.4)

2)	한국의	글로벌	창업환경에	대한	의견

①	창업동기

2011년 말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어학당에 입학하였고, 이어 경희대 

한국어 학과에 입학하였다. 경희대학교에 개설된 창업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창업아

이디어를 구체화하였고, 3학년 때 함께 창업교과목에서 팀 활동을 한 학우와 창업을 시작

하였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니

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창업기회를 포착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많

지만 한국어가 미숙한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유학생들과 한국

2.	

HANZI	(한지)

기업명 홈페이지 산업분야 창업가	국적

ceck-hz.com IT	교육플랫폼 중국

4)	기업소개	한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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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생님들의 매칭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전

국의 40여 개 대학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②	한국의	전반적인	창업환경 

한국의 창업환경은 좋다고 생각한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창업자금

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창업만을 위해 한국에 오기는 어렵

다. 한국의 창업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아쉽다. 한국의 청년창업가들은 창업에 도전하

고 1년 운영하여 성과가 나지 않으면 바로 포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린 스타트

업을 하기에는 중국보다 한국의 환경이 더 좋으며, 빨리 움직이고 변경하는 장점이 있다.

③	한국의	창업프로그램	

한국은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프로그램이 많지만, 작성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도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에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개의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창업프로그램은 문서와 진행에 있어 영어로 되

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유창하더라도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 외국인

을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현재는 글로벌센터

와 한국인 공동창업가를 통해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다.

④	모국	및	타	국가와	한국과	비교하여	창업환경의	차이점	

한국에서는 정부 및 민간기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많다. 창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국가도 중요하지만, 아이템이 어느 국가에 적합한지가 더 중요하다. 나의 사업아이템은 한

국 시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맞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창업을 시작하였다. 한국은 첨단

기술, IT, 데이터 관리,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창

업기업은 한국의 창업환경과 잘 맞을 것이다.

⑤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서류 작성이다. 한국어의 수준이 

최상급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는 데 작성해야 하는 문서들이 너무 어렵다. 또한 해외의 

인재를 유치하거나 고용하고 싶지만, 한국인 5명 직원을 고용해야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팀원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상 고용인원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이러한 외국인 고용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사업의 주요 

고객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인의 특성을 잘 아는 개발자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고용의 기준이 걸림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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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서의	외국인	정주여건에	대한	의견

①	VISA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창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비자로 전환

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는 비자를 획득하는 프로세스가 있지만 창업비자와 

관련된 교육 및 문서들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중국어의 문서들이 있다면 

창업의지가 더 높아졌을 것이다.

②	생활환경의	어려움	(의식주	/	의료	/	교육	/	교통	/	행정	/	언어	등)

한국은 생활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거의 없다. 거주의 문제도 중국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다. 

③	향후	한국의	거주	의사	

향후 2년 정도 한국에서 더 거주할 예정이다. 향후 결혼 여부에 따라 한국에서의 지속 

거주가 결정될 것이다.

한지 대표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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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소개

TGAHIVE는 삼성전자의 사내벤처로 시작된 기업으로 어린이 대산 완구 및 교육 솔

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 Smart tag, Smart application, Back-end Analytics

를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완구용 IoT 플랫폼인 TagPLUS

와 미래 교실을 위한 저비용의 효과적인 기술 솔루션인 LEAP인 두 가지 아이템에 주력하

고 있다. 

TagPLUS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소셜 네트워크로 아이들의 놀이 방식을 변화시킨

다. 물리적인 요소와 디지털 요소를 조합하여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놀이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새로운 장난감을 통해 더 많은 놀이 가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

을 제공한다. 

LEAP는 부모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녀의 학습과 연결시키는 시스템으로 스마트 애

플리케이션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지하고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가 교실을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미래의 놀이와 미래의 학습을 변화시킨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새로운 경

험을 할 것이다. 5)

2)	한국의	글로벌	창업환경에	대한	의견

①	창업동기

모국에서 IT 전공의 학사 졸업 후 2004년에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한

국에 처음 오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장학생으로 졸업 후 삼성전자에서 2년 동안 하드웨어 

개발자로 근무 후 2012년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 근무하였다. 

3.

TAGHIVE

기업명 홈페이지 산업분야 창업가	국적

www.tag-hive.com IT 인도

5)	기업소개	한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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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사내벤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6년 

삼성전자 사내벤처 프로젝트인 C-Lab에 참여하면서 단계를 거쳐 가며 한국에서 창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C-Lab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한국인 공동창업가와 사업을 운영 

중이다.

②	한국의	전반적인	창업환경	

본 사업아이템의 특성상 완구분야는 한국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적합

하고, 삼성의 사내벤처로 시작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었지만, 투자자금

의 규모가 글로벌 창업도시들에 비해 적다. 한국에는 개발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자

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③	한국의	창업프로그램	

한국은 창업을 지원해주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지만, 창업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교육의 대부분이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창업가들을 자금 및 

공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았지만, 이 지원을 받기 위해 수반되는 교육 등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④	모국	및	타	국가와	한국과	비교하여	창업환경의	차이점	

한국은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한국

은 시장은 작지만, 하드웨어가 타 국가에 비애 강하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창업하기 위해서

는 한국인 공동창업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창업환경에 유연하고 신속

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팀으로는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⑤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 

저는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였기 때문에 창업을 함에 있어서 언어적인 면은 어렵지 않

았다. 그러나 문서 작성을 한국어로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은 한계가 있다. 또한 비자문제

로 인해 해외인재를 유치하기가 어렵고, 한국 내에서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 Pool이 없고 네

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유능한 외국인 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문제와 고용비율(내국인 5: 외국인 1)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

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3)	한국에서의	외국인	정주여건에	대한	의견

①	VISA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및 창업을 하거나 또는 거주를 하는 데 있어 비자를 획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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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려움이 많다.

②	생활환경의	어려움	(의식주	/	의료	/	교육	/	교통	/	행정	/	언어	등)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의식주, 의료, 교육, 교통 등이 환경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지

만,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③	향후	한국의	거주	의사	

한국에 계속 거주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외인력 유치를 지원

해 준다면,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

TAGHIVE 대표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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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기관, 대학 등 창업과 관련

된 유관기관에서 국내 창업가뿐만 아니라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

국의 창업지원은 체계적이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외국인 창업가를 유입

하고자 창업교육,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여전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기에

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 창업가들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복잡한 신청절

차 및 서류요구로 이러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들이 창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기업설립, 금융, 노무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대행업체

에 대한 고비용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인재를 발굴하여 국내로 채용하기를 원하지만, 외국인 고용조건의 장벽

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인재유치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창업기업은 자원이 부족하고 업

력이 짧기 때문에 해외 인재 초청이 반려되는 경향이 있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

의를 통해 창업기업의 현실에 적합한 비자 및 고용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창업가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체로 만족을 하는 편이며, 다

른 국가에 비해서 치안이 아주 우수하고 마약물의 노출 등의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점이 한국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한국의 의료, 교육, 교통, 의식주 등 생활환경이 타 국가

에 비해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1.

외국인	창업환경의

장단점

2.

외국인	정주여건의

장단점

제1절. 서울시 정주 외국인 창업 장단점 분석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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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주하기 위해 VISA가 필수적으로 취득이 되어야 하는데, 창업 VISA를 

취득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기술력을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창업 VISA

를 유지하기에 단기간에 창업 실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서울지역의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 창업지원과 정주 여건, 외국인 창

업가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외국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에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한다.

외국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은 단·중기, 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

여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외국

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외국인 창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1)	단·중기계획

현재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정부부처, 지자체, 대학 및 민간기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시적 지원일 뿐 장기적 사업운영을 위한 발판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 또는 창업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

규모 자금을 지원해주지만, 단기적 체류 정도일 뿐 우수한 외국인 창업기업들을 지

속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수한 외국 창업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입시키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창업기회를 발견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필

요가 있다. 외국인을 위한 창업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한 외국인 창업기업을 대상

으로 자금의 접근성을 높여 한국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간 연계하여 외국인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지원사업의 결과 외국인 

창업가 또는 외국인 기업을 단기적으로 유치시키는 것은 성공하였지만, 한국에 잔류

한 기업의 수는 저조하다.

현재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들은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

인의 창업현황 및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1.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인재유치

계획	구축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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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 창업자 및 창업과 관련된 자들 간의 교류를 강화하여 한

국에 잔류하는 외국인 창업가들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창업을 함에 있어서 네트

워크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외국인 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부족하

기 때문에 더 많은 워크숍, 세미나, 네트워크 행사 등의 개최를 증가시켜야 한다.

외국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자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한

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수 외국인 인재를 발굴하

여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단계적 자금지원, 한국인과 외국인 팀 매칭 

등의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창업기업이 기반을 마련하여 성장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현재 운영 중인 지원사업 

국내에서 창업하길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경진대

회를 개최하여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요에 적합한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고 한국인과 외국인의 팀원

이 매칭될 수 있는 pool 및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취득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원, 한국어 교육, 주거 등 정주환경에 안정적

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초기 외국인 창업기업에 가장 필요한 국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인적자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제품이 고도화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투자를 연계하여 자금 확

보 및 국내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그밖에 사업화 지원금, 공간,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각각의 창업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하며,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자금 확보를 위해 벤처캐피털 등 대규

모 투자자금 지원을 연계한다. 국내에 정착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사업이 확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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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원을 한다.

외국인 창업기업의 국내에서의 안정 및 재도약을 위해 국내기업과의 M&A, IPO

를 지원한다. 또한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외국인 창업가 또는 창업기업을 위한 단계별 지원이 마련된다면, 글로벌 

창업생태계가 조성돼서 외국인들이 창업하고 싶은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2)	장기계획

장기적으로 외국인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대학이 함께 협력하

여,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외

국인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처럼 외국인 창업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

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유망한 산업군의 분야를 지정하여 석사 이상의 외국인 인

재를 유치하여 교육과 취업 또는 창업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

한다면,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및 산하기관·민간기관, 기업,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장기적으로 외국인

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 외국인을 대학 또는 대학원

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졸업 후 연계된 기업에 취업으로 연결시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VISA 문제를 해결해 준다. 또한 기업에서 인건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지원 외국인 장학생은 기업이 영세하더라도 VISA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창업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외국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과 관련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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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한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

기 위해서는 대학 및 대학연구실과 협약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치해야 하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고, 창업할 수 있

는 기회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인재유치를 장기적 계획 수립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싶어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VISA 문제이

다. 현재 외국인들이 VISA 취득 및 연장, 유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창업하기 위해 VISA를 취득하는 절차 및 조건이 어렵지 않지

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 VISA를 취득하기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외국인

들이 많지만, 사업자를 등록한 외국인에 한하여 창업 VISA를 최대 4년까지 유지 가

능하다. 한국인 정규직 직원을 2명 이상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VISA 유지가 가능

하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창업 준비 VISA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VISA는 1년 

거주 가능하며, 6개월 2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창업 준비 VISA를 취득한 

외국인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업 준비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생활

할 수 있는 최소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밖에 박사 후 한국기업에 정규직

으로 1년 근무하였거나, 3억 이상 투자 유치 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 창업가 및 취업자들이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는 커뮤니티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외국인들이 주도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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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으로 언어에 대한 

언급을 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언어의 불편함

을 가장 크게 느끼는 행정 업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외국인 창업 VISA 및 창업준비 VISA 

구분 VISA	유형 취득요건

창업준비 D10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	포함)한	유학생

•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술연구기관	등의	

연구과정을	수료한	유학생(D2비자)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도	국내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자

기술창업 D-8-4

•	학사학위(국내	유학자는	전문학사)이상	소지자	+	법인설립자(설립절차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총	368점	중	80점	이상	점수	득점자(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함)

•점수제	교육프로그램(OASIS)	교육이수	시	혜택

•	국내외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	소지자가	동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이상	수료	시	구직(D-10,	6,개월)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기술창업	비자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체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비자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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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중앙부처	여성창업	지원	및	교육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여성창업	지원	및	교육	현황

	 3.	해외	여성창업	지원	및	교육	현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윤석호

국내외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 여성창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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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창업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이의 개

선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함

•  해외 주요 국가들의 여성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정책 방안 개선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

용하고자 함

•  국내 여성창업자 숫자는 늘고 있지만, 비중에 있어서는 남성 창업자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

도적인 보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국내 여성 예비 창업자들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지식 및 정보 취득 부족, 경력 단절에 따른 자신감 부족, 

육아 병행에 의한 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이에 여성창업 활성화와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여성 특화 창업교육 및 창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함

 ·여성 혁신창업자 양성을 위한 특화된 창업 교육 프로그램 마련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고급인력 창업 유도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마련 

 ·여성창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및 예산 확대

 ·공공 창업보육 시설 설립 시 육아 관련 시설 의무화

 ·한국형 여성창업 사례 연구 확대 

 ·여학생 특화 창업 교육 프로그램 확충 

•  국내 여성창업 정책 개선 방안 도출로 역량 있는 여성 혁신 창업가들을 배출하여 국가 경제 및 사회가 한  단계 도

약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8년	6월	25일	~	2018년	9월	12일

연구과제명	 국내외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	여성창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제언

연구책임자	 윤석호

참여	포럼위원	 	윤석호,	윤성혜(총	2명)

색인어	 한글		여성창업,	지원제도,	창업교육,	창업	지원,	혁신기업가

	 영어		Women’s Start-up, promotion policy, Start-up education, Start-up support, Innovation 

entrepreneur

요약



178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179 넷, 창업교육분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 정책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 여성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창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창업 환경에 적합한 여성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

언을 위해 국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해외 주요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

양한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분석을 할 것이다. 조사된 국내와 해

외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형 여성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살

펴볼 것이다.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요약문

제목

국내외	현황	조사를	통한	국내	여성창업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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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여성창업자들은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분야 창업에 있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지식 및 정보 취득 접근

성이 떨어진다. 창업에 나서는 여성들 중 대다수가 경력단절 여성인데, 이들을 혁신 창

업자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저히 부족하다. 육아가 여성 창업 활성화에 걸림돌

이 되고 있어, 육아와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창업선도대학 

등의 프로그램에서 여성창업자와 남성창업자가 대등한 상태로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 

여성창업자 리그나 여대생 리그와 같은 별도의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역량 있는 여성 혁신 창업가들을 배출하여 국가 경제 및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 여성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점검 및 제도 개

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

연구결과

라.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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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름상 ‘창업’이

라 명명했지만, 이 정책은 창업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일자리’라는 키워드에 더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정

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다룸에 있어서 특히, ‘청년창업’으

로 특화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청년’이라는 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는 엄연히 상대적인 약자가 존재한다. 통상 사회적 약자라 하면 ‘신체

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

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

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창업 활성화 정책 또한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화

두로 이야기를 꺼내 보려 한다.

여성 또한 청년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다. 상대적으로 여성 전공자 비율이 많은 인문학과 문화예술계 전공은 취업률에서 전

국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남녀공학 대학교 대비 여자대학교의 취업률 

역시 저조한 편이다. 육아 및 가사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 문제는 어

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성 대비 여성 노동자들의 근속 연수 또한 짧아 기업에서

의 퇴직 속도가 빠르다. 창업에 대한 당위성은 여성에게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여성창업지원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여

성만을 위한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단지, 이러한 프로그램 중 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 서론

1)	박경태(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	서울	:	후마니타스,	p	13.	박경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하여	집단	구분을	다르게	

하여	설명하지만,	여기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같이	보고자	하며	그의	소수자에	대한	설명을	활용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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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가 주로 경력단절 여성의 생계형 창업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

성 측면에서 기대 가치가 큰 여성을 위한 혁신 창업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 인력의 학력 수준은 남성보다 결코 낮지 않고, 오히려 고학력 

비중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최소한 기본 소양으로만 봤을 때 여성 중에서 

혁신형 창업자가 탄생할 확률이 남성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창업자, 특히 혁신형 여성창업자는 크게 늘고 있지 않다. 왜일까?

이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 환경에 적합한 여성창업 지원 및 창업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위해 국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해외 주요 국가

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분석을 할 것

이다. 조사된 국내와 해외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형 여성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내와 해외 주요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여성창업 지원 및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여성창업 정책 보강을 통한 창업 촉진 및 여성창업 성공률 제고에 기여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선행 관련 논문 및 창업 관련 중앙정부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신문, 각종 관련서적과 간행물,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얻기 위해 서울시 창업포럼 창업교육 분과 위원들과의 회의를 통

해 제시된 의견도 반영하였다. 

이상의 방법을 통해 국내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 시행 창업지원 정책 및 창업교

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국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해외 주요 국가의 여성창업 지원 

정책과 여성창업교육정책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1. 국내 중앙부처 여성창업 지원 정책과 여성창업교육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2. 국내 지방자치단체 여성창업 지원 정책과 여성창업교육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3. 해외 주요국가 여성창업 지원 정책과 여성창업교육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연구 과제 내용을 배경으로 몇 가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

하였다.

2.

연구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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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창업 관련 법령 및 지원 정책

1)	여성창업	관련	법령의	개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창업을 포함하여 여성기업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법으로서 여성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있다. 동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

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

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1999년에 법률을 제정, 같은 해 6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 법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여성

을 위한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 여성기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선구매규정과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제

10조 참조).

1.

중앙부처	여성창업

지원	정책	

Ⅱ. 본론

제1절. 중앙부처 여성창업 지원 및 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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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중 창업 관련 조항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적용대상으로서의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

하는 기업으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이거나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여성창업	지원	정책의	개관

여성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들의 증가세로 인해 여성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나오

고 있다. 정보, 노하우,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도 이에 따라 지속적

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여성기업 및 여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의 기본계획에는 여

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지원계획

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창업자 및 창업 지원관련 사업을 하

는 자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 지원 관

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단체 역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 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

제인협회를 설립하였고, 협회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

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	제8조(여성의	창업	지원	특례)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	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자금지원	우대)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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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성에 특화된 창업 지원 사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재)여

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주요 전달체계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법에

서 규정한 사업을 펼치기 위한 ‘여성기업육성사업’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다. ‘여성기

업육성사업’예산은 (’11)47억 원 → (’12)55억 원 → (’13)53억 원 → (’14)60억 원 → (’15)57억 

원 → (’16)72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나. 여성창업 지원 정책 현황

1)	국내	여성창업	지원	정책	현황

국내 여성창업 지원 정책의 큰 틀은 정부가 2005년부터 매년 수립하고 있는 「여성기

업 활동촉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본계획상의 

지원 정책방향은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추진 중이다.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나타난 지원 정책방향의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

연도 정책	목표 추진	과제

2005
다양한	분야의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여성기업을	경제발전의	하나의	축으로	육성

1.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2.	여성기업	유망업종	발굴	육성

3.	여성기업	경영혁신	지원

4.	여성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2006
혁신형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와	여성기업에	대한	균형지원	강화

1.	여성기업에	안정적인	정책자금	및	보증	공급

2.	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	강화

3.	여성기업	책임과	제도	시행

4.	(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5.	제54차	세계여성경제인대회	개최

6.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

2007
혁신형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와	여성기업	정책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제고

1.	여성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2.	여성	CEO	경영혁신	교육	강화

3.	여성기업제품	판로	및	공공구매	확대

4.	여성기업의	정책접근성	제고

5.	여성기업단체의	기능	활성화

2008 여성의	창업촉진	및	글로벌	여성기업	육성

1.	여성창업기반의	획기적	개선

2.	여성기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3.	여성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2009 여성의	창업촉진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1.	여성창업	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2.	경영안정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여성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2010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	

및	경제활동영역에서의	동반성장	구현

1.	안정적	여성창업시스템	구축

2.	여성기업	경영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

3.	진입장벽	완화	및	불평등	관행	해소

2011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1.	여성직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

2.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3.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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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여성창업 지원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위탁받아 시행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여성창업 수요 증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창업보육센터

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여성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

고 경영·기술·마케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여성창업보육센터는 대부분의 

여성사업자가 비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여성사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창업보

육센터와는 차별화하여 지식·정보·영상·유통·문화사업 등 주로 비제조·서비스업여성

의 예비·신규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창업보육센터 사업은 여성창업 수요 증가로 2007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

립과 함께 이관되었으며, 2015년 기준 전국 16개 지역에서 센터를 두고 215개 보육실을 운

영하고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부의 여성창업 지원사업 목적에 맞추어 창

업 지원 대상을 우수 아이템 보유자, 일반여성, 여대생으로 나누어 맞춤식 지원을 하고 있

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창업케어프로그램 3C, IR 지

원을 통해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창업케어 프로그램 수료기업이 여성창업보육센

터 입주 시 우대한다. 그 외에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여성창

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도 정책	목표 추진	과제

2012 여성특화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

1.	여성창업	협력프로그램	시행

2.	여성기업의	창업	지원	시스템	보완

3.	판로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제공

2013

1.		여성의	중요성과	특수성	인식한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창출

2.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보완

1.	여성기업	정보망	구축

2.	비즈니스	역량	교육	확대

3.	여성기업	맞춤형	창업	지원	및	창업보육	확대

4.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14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1.	여성특화	스마트창작터	운영

2.	여성기업	전문펀드	조성

3.	여성특화제품에	대한	해외	판로지원	확대

2015
여성기업인	정책	건의	및	애로사항	해결하는	

전용	창구	운영

1.	여성기업인	정책	건의	전용	창구	운영

2.		여성전용	R&D	지원	및	우수	여성인력	참여	

확산

2017

1.	수출	여성기업	육성	(10,000개사)

2.	여성벤처기업	육성	(3,500개사)

3.	기술기반	여성창업	육성	(1,000명/년)

1.	기본계획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2.	사업별	여성기업	지원목표	관리

3.	여성기업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

4.	여성기업	R&D	지원	확대

5.	여성기업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

6.	여성	기술창업	지원	광화

7.	여성기업	인적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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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창업 지원 정책 추진경과

1)	창업보육센터	추진경과

전국의 14개 광역시·도에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여성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사업 간 연계한 ‘창업여성기업 인큐베이팅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BI 입주 예비

여성창업자 및 창업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집중 지원을 실시하고 이후에 네트워크 기회

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 및 창업 지원확대를 위해 여성창업 보

육센터 입주 심사 시 가점을 통해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 16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현황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전국 16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205개 여

성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은 창업 2년 이내의 여성기

업 및 예비 여성창업자이며, 창업보육실 입주 및 공동회의실, 사무기기(초고속 인터넷 및 

보안장비) 제공, 경영, 세무 등 컨설팅, 산업재산권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산업디자인 개

발비,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국내외 판로지원(국내외 박람회 참가지

원), 중소기업 지원시책·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인 여성 전용 보육실 수요 증가 및 홍보 강화로 2015년에는 입주율 93.7%를 달

성하였고, 입주기업의 총매출액은 2011년 425억 원에서 2015년 958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5.6% 증가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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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보육실 운영성과

*자료	:	2016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2)	창업자금지원	추진경과

자금지원으로는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하

는 사업과 소상공인정책자금 내 여성가장 정책자금 활용을 통해 여성가장에 대한 체계

적·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다. 생계형 창업 자금은 IMF 이후 조성된 자금(’99년 20억 원)

을 리볼빙하여 저소득 여성가장의 가계안정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1인당 최고 5천만 원

(연 3% 이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점포 임대보증금을 리볼빙 형식

으로 지원하여 운영기관·건물주·임차인 3자 계약을 통해 대출사고예방 및 건실한 사업

운영을 돕고 있다. 2015년에 17명에게 총 6억3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창업초기 필요한 점포 시설개선 자금, 점포보증금, 재료구입비 

등 경영·운전자금을 업체당 7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2015년에는 총 25건, 

총 5억4천2백만 원의 지원 실적을 보였다.

연도별 여성창업자금 지원현황

*자료	: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2004〜2016,	중소벤처기업부)

연도 입주기업	수	(입주율%) 입주기업	매출액	(단위:	억	원)

2011 425

2012 500

2013 139(78.0%)	 520

2014 140(71.8%)	 606

2015 192(93.7%)	 958

연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비고

2008 •2008년까지	누적	322명,	69억	원	지원

2009
•	여성가장	대상	정책자금	74억	원,	

점포보증금	42건	11.4억	원	지원

•	(노동부)실직여성가장	대상	창업	자금	

지원

2011 •2011년까지	110억	원	지원

2012 •2012년까지	누적	547명,	121억	원	지원

2013 •연평균	47명,	1,052백만	원	지원
•지원한도	확대(3천만	원→5천만	원)

•소상공인	자금	내	여성가장자금	신규구분

2014
•생계형:	19명,615백만	원	지원

•소상공인:	47건,	1,215백만	원	지원

2015

•	생계형:	17명	632백만	원	지원	

(누계	600명,	13,866백만	원)

•소상공인:	25건,	542백만	원	지원

•	지원요건	완화:	선수금	폐지,	지원기간	

연장(4년→6년),	대출이자	인하	

(3%→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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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1999년부터 시작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사업으로 2008년까지 

322명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후 2012년까지 추가로 225명이 지원을 받아 최근의 지원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여성가장이 증

가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013년에 있었던 주요 정책의 변화를 보면 지원 한도가 3천만 원에서 현재의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소상공인 자금 내에서도 여성가장자금을 신규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선수금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4년에서 6년으

로 연장하였으며, 대출이자를 3%에서 2%로 인하하는 추가 지원조치를 시행하였다.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자금 이외에도, 중기청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여

성참여 활성화 과제로 지원되는 정책이 있다. 이 사업은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

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자

금을 지원하는 과제로 여성기업이나 여성연구인력 고용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유망 여성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성기업 전문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중 여성기업에 조합 결성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운

용기간은 8년 내외), 정부출자 규모가 2015년에 145억 원이었다.

정부의 금융지원은 대체로 보증기금을 통해 운영되는데, 여성기업에 대한 보증기금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증 규모

로는 지원액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순서이며, 신용보

증기금에서의 여성기업 지원 규모는 2011년 이후 연간 4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전체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금액 중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신용보증기

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순서로, 지역신용보증기금 중 여성기업에 지원되는 비

율은 연간 3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신용보증기금은 11% 정도이다. 기술보증기금에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는데, 후술하는 분

석에서 추정 가능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도 기술보증기금의 지원 규

모가 19조 원 중 여성기업의 보증기금은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6.9%인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옥 외,2014).

남녀 기업별 평균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업체당 평균 지원액은 여성기업의 경우 2.2억 

원으로 남성기업 평균(3.1억 원)에 비해 1.1억 원이 적다. 건수당 평균 지원금액을 보면 여

성기업 지원 건수당 평균 지원 금액은 1.6억 원, 남성기업 지원건수당 평균 지원 금액은 

2.1억 원으로 남성기업 건수당 지원 금액이 0.5억 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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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기업별 평균 보증지원 규모 (2013년)

가. 여성창업 교육 정책 방향

정부의 2015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계획에 따르면 여성창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창업 지원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창업교육 내용이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강화 등 창업자 유형별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국내 창업교육 지원도 다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설정하

고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있다. 최근에는 전체 여성기업보다는 기술 역량

을 가진 기술기반형 분야 여성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

고 있어 창업교육 정책도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실전창업스쿨은 지식·감성에 기반을 둔 여성창업 전

문분야에 대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전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여성 CEO 교육을 통해 여대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기업경영 

체험의 장 마련을 위한 여대생 대상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창업교육과 관련된 창

업경진대회를 열어 예비 여성창업자의 우수한 사업아이디어,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사

업화 능력 배양을 지원하고 있다.

나. 여성창업 교육 정책 현황

1)	국내	여성창업	교육	정책	현황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와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16개 시도에 여성

2.

중앙부처

여성창업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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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창업보육실을 운영하면서 

실전창업스쿨, 여성창업경진대회,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졸업기업 대상 모의 투자유치 설명회, 입주·졸업기

업 간담회,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의 경우에는 이들의 사회진출 및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심사를 

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성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발굴·육성

하기 위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디자인, IT, 미용 

등 여성창업에 대한 적합한 분야를 선정하고 실전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여대생의 창업 관심도 제고를 위해 차세대 여성 CEO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은 2015년 현재 9개 지역 2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식서비스 분야 여성

창업을 촉진하고자 여성스마트창작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 주요 창업교육 정책 추진경과

1)	창업교육	추진경과

실전창업스쿨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여성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지

식, 감성 기반 서비스 및 유망분야 창업교육을 통해 여성창업 촉진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센터를 통해 회당 총 80시간 기

준으로 연간 40여 회에 걸쳐 개최되고 있으며, 교육 수료 후 창업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 실전창업스쿨 교육개최 현황

*자료	: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2004〜2016,	중소벤처기업부)

연도 교육인원 교육횟수 성과

2005 1,472

2006 1,095

2007 1,002

2008 982

2009 816 30 	최근	3년	창업율	16%

2010 1,249

2011 1,302 51 19.1%(249명)	창업

2012 1,328 52

2013 1,041 19.3%(201명)	창업

2014 1,041	 42	 19.5%(203명)	창업

2015 464 15개	지역센터	18개	강좌

(단위: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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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ICT 융합 사업과 연계한 교육선정 및 창업 마인드, 상권 입지 분석 등 창

업연계 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ICT를 활용한 3D프린터 기술(부산), LED Art플라워(광

주), 에코제품디자인(충북), 디지털 캘리그라피 등 총 42개 강좌가 개설되어 1,041명이 교

육을 받았으며, 203명이 창업을 하였다(’15 여성기업촉진기본계획, 중소벤처기업부). 과

거의 실적과 비교해 보면 교육 인원이 1,200명을 넘던 ’10〜’12년에 비해 다소 적지만, 창업

률은 19.5%로 2011년 19.1%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여성스마트창작터’는 앱, S/W, 콘텐츠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교육으로 우수 

여성인재 양성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대구경북 지역에 

여성스마트창작터를 운영하여 2014년에는 228명의 앱, S/W 개발자를 배출하고 14개의 

여성창업팀을 발굴·육성하였으며, 2015년에는 181명의 ICT 여성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31개 여성창업팀을 발굴·육성하였다.

이처럼 여성창업교육과 경진대회를 통해 예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의 창업욕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창업교육이 다양하지 않아 여성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16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여성창업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의 발굴 필요성을 제기한다.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은 여대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 마인드

를 고취시켜 역량 있는 차세대 여성 CEO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

그램이다. 2014년 8개 지역 21개 대학에서 실시되었으며, 2015년에는 9개 지역 22개 대학

에서 운영되었다. 해당 사업은 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정 수료 시 2학점을 부여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창업이론교육, 여성기업탐방, 우먼리더십캠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2016년에는 9개 지역,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총 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지원내용은 

창업사업계획서 교육 및 리더십 강좌 운영, 전국 대학생 연합캠프 실시(연 2회), 여성 CEO

와의 만남 및 창업시뮬레이션 진행, 우수기업 견학 및 체험의 장 마련, 여성 CEO 멘토링 

실시, 우수 여대생 포상 및 장학금 지급 등이다.

다음 표를 보면 약간 등락은 있지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 200명에서 2015년 480명으로 교육 인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내용도 초반에는 리더십이나 자기계발 등 이론 강의 및 토론 위주의 교육

이었다면, 최근에는 창업아이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현장탐방과 인턴실습 등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들이 많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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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 운영현황

*자료	: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2004〜2016,	중소벤처기업부)

2)	기타	창업보육	케어프로그램	및	멘토링	추진경과

‘여성벤처창업 CEO 케어프로그램’이란 우수 벤처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예비 

창업자 대상 단계별 창업 지원을 통해 준비된 여성벤처 CEO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비 창업자(팀)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창업케어프로그

램 수료기업은 여성창업 보육센터 입주 우대를 받게 된다.

여성벤처 활성화는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창업케어패키지(캠프, 밀

착 멘토링 등),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벤처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

며 2014년에는 총 41명, 2015년에는 총 22명이 창업에 성공하였다(누적 창업 203명).

연도 개최	대학

2006
•	5개	여자대학	참여(200명)

•	자기계발,	리더십,	창업전략에	관한	강의,	토론위주	교육

2007 •수도권과	지방의	5〜6개	여자대학	및	일반대학으로	확대

2008

•	수도권	및	지방소재	10개	대학	여대생	대상	(숙명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경북대,	경일대,	대구카톨릭대,	대구대,	영남대)

•	리더십,	여성창업	우수사례	등을	교육(2회	320명),	토론	및	발표위주의	교육	및			

우수기업현장탐방(수료	후	학점	인정)

2009 •서울,	대구지역	여대생	157명,	지역순회포럼	20회	개최	1,949명	수료

2010

•	이론위주의	대학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중심,	토론·발표위주의		

6단계	교육프로그램으로	추진	(1단계-자기계발	및	리더십,	2단계-실전마케팅,		

3단계-BIZSkill,	4단계-성공사례	및	비전제시,	5단계-직무교육,	6단계-현장실습)

•	3개	지역	여대생	250명

2011
•	총	6개	지역	영남대	등	18개	대학	292명	교육,	이	중	36명은	창업경진대회	수상

•우수기업	현장탐방,	우수벤처	인턴	등

2012 •총	3개	지역,	덕성여대	등	9개	대학	193명	교육

2013
•총	7개	지역,	덕성여대	등	17개	대학	352명	교육,	6명	창업

•창업아이템	발굴,	실적사업계획서	작성,	성공여성	CEO	만남	등

2014 •총	8개	지역,	21개	대학	388명	교육	및	연합캠프	2회(1박2일)	실시

2015 •총	9개	지역,	22개	대학	480명	교육	및	연합캠프	2회(1박	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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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벤처 활성화 사업성과(2014~2015)

*자료	:	연도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2004〜2016,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창업교육 및 케어프로그램과 연계된 여성 CEO 멘토링은 다양한 지역 및 분

야의 여성 CEO가 창업을 꿈꾸는 예비 여성창업가나 초보 여성창업가의 멘토가 되어 자

신의 창업경험, 경영노하우, 성공 스토리 등을 공유하고, 창업 애로사항 및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멘티의 창업 관심 분야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적합한 

여성 CEO를 1:1 또는 1:N(멘토:멘티)으로 매칭하여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칭된 

멘토와 멘티는 자율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업종별로 약 500명의 

멘토단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창업교육 결과를 가시화하고 여성전문인력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

템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며,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가 실시되고 있다. 수상자는 여성창업보육센터 우선 입

주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아이디어, 창업 아

이템 등 우수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미만 여성기업이며, 1인

(예비)기업 및 단체 등이 모두 참가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아이디어 분야(사업자등록증

이 있는 예비 창업자의 사업 아이디어 평가), 실전창업 분야(창업 2년 미만 여성기업의 경

쟁력 및 성장 가능성 평가), 사회문제 분야(여성의 사회문제에 대한 창업아이템을 통한 해

결 평가)로 나뉘며, 지원자는 중복 없이 한 개의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성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BI 입주 신청 시 우

대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성 CEO 멘토와 수상자 간 멘토링을 제공하여 성공 경험을 전수

하며, 사업전략, 재무계획에 대한 전문교육 및 아이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디자인 및 지적재산권(IP) 획득, 홍보물 제작(영상, 브로슈어 등) 마

케팅, CI, BI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298개 팀, 2015년에는 351개 팀이 참가하여, 2011년의 176개 팀 참가에 

비해 참가자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항목 성과

2014

창업교육	 •		5개	대학,	5개	과정,	157명

창업캠프	 •	2회,102명

초기	사업화	 •	60명

IR지원	 •	10명

창업	 •	41명

2015

창업캠프	 •	40명

창업코칭	 •	30명

사업화	해결과제	 •	24명

창업	 •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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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여성창업 지원 정책의 종류는 공간 및 부대 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인적

자원 지원, 마케팅지원 등이 있다. 이는 주로 지역별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공되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정보미, 2018).

창업 지원 서비스의 종류

*참고:	정보미	(2018).	여성창업가의	특성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	선호도.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요 지자체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창업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 https://dongbu.seoulwomanup.or.kr). 

● 입주신청자격	

•  유망사업 아이템 소유자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 혹은 사업자등록 주소지) 여성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창업자

•   (20% 범위 내 타 지역 가능)

1.

지자체	여성창업

지원	정책

제2절. 지방자치단체 여성창업 지원 및 교육 현황

18)	2017	서울시	창업생태계	조사	분석	연구(서울산업진흥원,2017.11.30.).p200~203

종류 개념

공간	및	부대	

지원

일반적으로	창업	공간	및	부대	지원은	업무공간을	비롯한	사무장비,	휴게실,	회의실,	

창고	및	보관시설,	주차시설,	전산	시스템	및	보안	등의	지원을	총괄적으로	의미한다.

경영지원	

경영지원은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경영	전반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의	타당성	및	경영진단,	재무	및	세무회계,	법률	

및	특허	지원	등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기술지원은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및	평가,	시험·검사	등을	

포함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제품생산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상의	지원을	

의미한다.

인적자원	지원

인적자원의	지원은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을	포함한	창업보육	전문	인력의	

코칭,	멘토링,	컨설팅	등을	포함한다.

마케팅지원	
창업기업의	시장조사	및	분석,	홍보,	판로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홍보,	

전시회·박람회	참가,	타	기업과의	판매	제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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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 대상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수료생 우선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예비) 창업자(팀) 우선(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인 자 포함)

  ·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 예비 창업자(팀) 우선

● 입주대상	분야

•  문화영상, 디자인, 무역 등 여성 친화형 업종 우대

•  기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업종 우대

● 입주제한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주기간

•  독립형보육실 : 최장 3년(기본 1년 + 1년 2회)

•  개방형보육실 : 최장 3년(기본 1년 + 1년 2회)

             * 연장 여부는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결정

서울시와 여성능력개발원이 실시하는 ‘서울여성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1단계 창업교

육 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2단계 개별 사업화를 지원한

다. 선정자에게는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개인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화 자금

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제품개발 및 생산, 홍보, 사무공간 임대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

당 5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희망 분야에 대한 심층 컨설팅과 더불어 선·후배 여성기업

가 및 다양한 창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만남이 주선된다(여성신문, 2018).

나. 경기도

경기도는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창업기반을 마련하고, 유망 예비 창

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창업실을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예비 및 초

기 창업자로, 사업자등록 2년 이내의 경우에만 입주자격을 얻는다. 지원예산은 10백만 원

(도비)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다

음과 같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 창업	지원:	창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창업교육, 멘토링 등) 운영

● 공간지원:	•  창업 지원실(13개소): 사무실(30m2 내외), 냉난방기, 인터넷 등, 

보증금 500천 원, 관리비 70천 원/월

   •  창업준비실(1개소): 사무실(63m2), 냉난방기, 인터넷 등, 보증금 

150천 원, 관리비 25천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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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구광역시

대구에서는 여성회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창업 활성화 및 창업 성공

률 제고를 위해 여성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에게 맞춤형 지원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구 거주 여성 중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자로, 

21백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 창업	작업	공간	제공:	사무실,	회의실,	스튜디오,	교육장	등

●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비용	일부	지원

● 신규	바이어	확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 우수기업	탐방	및	주요	박람회	현장학습

● 일반시민	대상	창업교육

라. 대전광역시

대전 또한 여성창업 지원시설을 운영하여 경력단절여성 및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공

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별 이용대상 및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예산

(운영비)은 50백만 원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대전 여성창업 지원시설 운영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8	창업	지원사업.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마.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창업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여성창업상

담실 운영이 있다. 여성창업상담 요원을 배치하여, 창업 지원 직업적성검사(직업선호도검사, 

성격유형검사), 창업상담(창업아이템 상담, 자금 상담, 창업절차 및 인허가 상담), 경영상담

(업종전환 상담, 운영자금 및 경영개선 자금 상담 등)을 실시한다.

시설 이용대상 규모 지원내용

창업보육	

(준비)실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주소지를	

둔	여성(예비	창업자)

•	창업준비실:	66m2,	

공동사무실	10부스

•	창업보육실:	개별사무실	

14실

•	입주업체	시설지원,	

전문분야	컨설팅(수시),	

교육	등	지원

창업공방
•	대전시에	거주	

(주민등록)하는	여성

•	공방별	전문가	과정,	

프리마켓	행사(연	1회	

정도)

코워킹공간
•	대전시에	거주	

(주민등록)하는	여성

•191m2

•	미팅룸	3개(빔	프로젝트	

등),	협업공간	1개,	주방	1개

•	창업디딤돌	스쿨(2회),	

네트워킹	데이	(여성기업인	

만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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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의 여성창업교육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인력

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창업교육 전문기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 여성창업교육 

사업은 여성 경제활동(취·창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요 지자체별로 해당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여성인력 전문기관은 크게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

전센터(중부, 북부, 남부, 서부, 동부), 여성인력개발센터(동작, 송파, 서초, 용산, 중랑, 성동,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구로, 영등포, 노원, 동대문, 서대문, 은평, 종로), 장애여성인력개발

센터 등이 있다. 센터별 교육과정은 서울우먼업(www.seoulwomanup.or.kr)에서 통합검색

이 가능하며, 창업교육은 다음 그림과 같이 주로 조리·제과제빵, 섬유·의복, 미용, 공예 등 

전통적으로 여성 친화적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서울 우먼업 창업교육과정 현황

*출처:	www.seoulwomanup.or.kr	>	교육	>	전체프로그램에서	‘창업’으로	검색한	결과(2018.	8.	3.	검색)

한편, 여성을 위해 사업화자금과 컨설팅 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서울여성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1단계 창업교육을 받은 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지원대

상자 15인을 최종 선정해 2단계 개별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교육은 총 4일 간 기

업가정신, 창업마케팅, 세무지식(재무제표 보는 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을 중심으로, 서

울시내 여성인력개발기관 5곳에서 각각 진행된다(여성신문, 2018).

2.

지자체

여성창업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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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여성능력개발본부를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취·

창업교육을 통합 제공한다. 지원예산 및 규모는 25백만 원(도비) 수준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북부, 남부, 화성시, 양주시)(www.womenpro.go.kr)’를 운

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거주 여성 또는 도내 창업예정 여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창업세미나	매달	창업	특강	운영(1~2회)

● 디자인	씽킹	창업특화	교육	상반기

● 창업	액셀러레이팅	창업교육	상하반기

경기 꿈마루 연간 교육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경기 꿈마루 주요 교육과정

명칭 주요	내용 대상 교육기간

디자인씽킹

•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창업	또는	취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10주	과정	프로그램

					1차시.	테드	동영상강의,	스피드	데이팅	및	토론

					2차시.	개인	창업	아이템	발표	및	팀	구성

					3차시.	디자인씽킹(1)

					4차시.	시제품-테스트/사업화	전략	및	창업강의

					5차시.	디자인씽킹(2)

					6차시.	디자인씽킹(3)

					7차시.	3D프린터	강의

					8차시.	디자인씽킹(4)

					9차시.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10차시.	데모데이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

•	1기_	

3월~6월	

(10주)

•	2기_		

10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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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구광역시

대구에서는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와 ICT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IT여성

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경북 거주 정보통신분야 여성 예비 및 기창업자(2년 

이내)를 대상으로 5백만 원 내외, 4개사를 지원하는 규모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 

● 기초실전	창업교육	및	정보통신	분야	전문	창업교육

● 개별	전문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창업	지원금	등	사업화	지원

● 창업공간	무상지원

라.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홍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청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여성창업 및 교

육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창업 및 여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실시

한다. 두 기관은 여성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 여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창업교육컨설

팅 사업, 공동체마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며, 경력단절여성, 창업희망 여성들에

게 다양한 교육 기회와 정보를 제공한다(홍성군청, 2018). 

마.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창업 지원센터를 설

명칭 주요	내용 대상 교육기간

창업	

액셀러레이팅

•	단기(6회)에	창업진단	평가부터	사업계획서와	

프레젠테이션	완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차시.	창업자	마인드	및	창업진단평가

					2차시.	아이디어검증,	발굴	및	사업역량	평가	실습

					3차시.	수익구조,	세무/특허	지적재산권

					4차시.	정부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5차시.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검증

					6차시.	데모데이

창업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자

•	1기_		4월	

•	2기_		6월	

•	3기_	10월	

창업세미나
•	마케팅,	지식재산권,	세무	등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

(예비)창업자,	

창업	관심자
•	월	2회



200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201 넷, 창업교육분과

치 및 운영하고 있다. 여성창업 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일반창업 및 소

자본 창업 등이다. 창업준비 및 절차, 창업 아이템 선정, 입지 및 상권분석 등의 내용을 교

육한다. 부산 여성창업 지원센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	남구	수영로	356	(2007.1.	1.	개소)

●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	부산진구	부전로	94	(2004.	7.13.	개소)

●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	동래구	충렬대로	126번길	5	(2004.	7.	5.	개소)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2004.	7.	9.	개소)

●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	사상구	사상로	196	(2012.	1.	1.	개소)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	동구	중앙대로	319	(2018.	1.	1.	개소)

●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	:	사하구	낙동대로	319	(2018.	1.	1	개소)

해외 선진국들의 여성기업 육성정책은 다양한 문화, 정치·지리적 특성, 사회적 분위

기,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요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여성 기업을 고용 창출 효과 등 국가 경제활동의 새로운 주체이자 국가경쟁력 확보

의 기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지원은 반 시장 친화정책이란 지적에 따라 경영자

문, 전시회, 세미나, 멘토링,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간접지원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선

호하고 있다. 또한, 여성 기업을 일반기업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

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 미국의 여성창업 지원 정책

미국에서는 여성 인력과 여성 기업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여

성창업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각국 여성 기업지원 정책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미국은 1982년 중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이 제정되면서 연방 상무부의 중소벤처기업부(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

BA)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금지원

은 SBA 산하 여성기업센터(WBC, Women`s Business Center)에서 총괄하고 있다. 여기

서는 창업의 시작에서부터 설립과정, 시장개척, 마케팅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업무

를 담당한다. 미국 SBA는 일찍부터 여성 기업이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주목, 

여성창업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해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1.

해외	여성창업

지원	정책

제3절. 해외 여성창업 지원 및 교육 현황



200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201 넷, 창업교육분과

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매출 중 여성소유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이 차지하

는 비중은 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90년대 13%였던 대출건수는 2000년 21%

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관련 보조금은 개별기업의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WBC 

등 민간 비영리기구를 통해 지급된다. 또 공식적인 대출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대출

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특히 대출기준이 유연해 수혜 폭이 넓다

는 것이 특징이다. 담보능력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지원 요청한 여성이 어

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계층인지, 기업이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 재정적 안정성은 어떤지 등을 감안해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의 내실보다는 여성기업

인 남편의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삼았던 국내 은행들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서류 대출, 신속대출, 융자보증프로그램, 

소액대출 프로그램, 소기업투자회사 대출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로도 소기업 대상 소자본 대출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자금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배려하고 있다. 선두기관으로 꼽히는 시카고 여성특화대출기관의 경우 

저소득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역할로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사업 시작 후 판로확대도 정부가 지원한다. 1999년에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

률에 포함된 공공기관 구매조항도 미국을 벤치마킹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다.

나. 일본의 여성창업 지원 정책

일본에서 여성창업가는 업체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다양해지는 시장의 니

즈를 포착해 수요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로 중소기업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지역경제의 활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성창업가들이 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총무성의 ‘취업구조 기본조사’는 20~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여성창업가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성창업가는 35~39세가 가장 많아, 자

녀를 양육하는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창업’이 커리어의 한 가지 유효한 선택지가 되고 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여성창업은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복지, 

교육·학습지원, 세탁·미용·목욕업, 생활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의 창업 비중은 남

성이 32.9%, 여성은 51.8%로 여성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창업 지원 혹은 창업가 지원을 위해 국가, 지자체, 민간 등의 주체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술·노하우, 창업 관련 다양한 정보의 직·간접적 제공, 창업을 도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프라 정비 등 해당 지역의 니즈에 맞게 지원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성 자신의 역량 개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이 여성의 활동을 촉진시

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에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과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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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의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춘 사회 활동 지원, 남녀

가 함께 일과 육아,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여성창업을 위해 비즈니스 콘테스트 활용 등을 통한 지원, 창업 등에 대한 융

자 등의 자금조달 지원, IT를 활용한 경영 노하우 지원, 다양한 지원 제도를 쉽게 안내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니혼케이자이신문(2015.7.8.) 에 의하면 여성들끼리 서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경제단체, 금융기관이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의 움직임이 간사이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간사이 지역은 여성 취업률이 전국 평균 대비 대체적으로 낮기 때

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업 촉진책으로 창업이 주목받고 있으나, 여성 경영자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여성으로서의 고민과 과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주위에 적

어 여성 간의 인맥 쌓기를 지원하는 일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한다.

사카이시(堺市)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경영자를 

상담역과 강사로 두는 ‘여성창업가 멘토 제도’를 창설하였고, IT 관련과 교육 분야 등 폭넓

은 업종에서 여성 경영자 3명을 멘토로 정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상담 상대가 되

어 주도록 하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이 창업 관련 제도 융자를 적극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대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수요 개척을 추진하는 금융기관들도 창업용 금

리우대책 등을 내놓고 있다.

다. 영국의 여성창업 지원 정책

영국에서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 

교육 및 훈련지원 등이 활성화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 또는 지원하는 체계로 이루어

지고 있다.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프로위스(Prowess)는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전국 조

직으로 여성 친화적인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문화 형성 등을 지원하여 여성기

업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프로위스는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업 지원서

비스 단체의 능력향상 지원, 기업지원,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로비 및 정책제안 활동 등

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만 명의 여성들을 지원하여 1,000여 개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영국의 여성창업자금 지원프로그램은 1996년 Glasgow의 시의회에서 설립되었으

며,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초기 창업비용은 최대 2,000파운드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 비용내역에는 보육지

원비도 포함되어 있다. 자금지원에 대한 우선대상자는 제조업에 속한 여성기업을 대상으

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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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S(Royal Bank of Scotland)는 1964년 영국 최초로 여성 고객들을 위해서 여성

지점을 설치하여 여성 직원을 배치하고 여성만의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

원내용으로는 여성기업 중에서 기업을 창업하기 전에는 회사 설립 형태, 자금조달, 사무 공

간 마련, 세금 문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창업 후에는 수출입 업무, E-business, 

산업 및 기업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라. 독일의 여성창업 지원 정책

독일은 금융지원, 기업문화와 지식, 교육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연방여

성창업청이 설립된 이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앙집권화 된 수단이 제도화되었다.

2004년 설립된 연방여성창업청(National Agency for Woman Start-up : BGA)은 

본사와 16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교육연구부, 가족부 및 경제기술부의 예산을 지

원받아 운영되는 정부기관으로서, 여성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적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교육, 연구, 정보제공, 정책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된 사업으로는 여성의 가업승계 지원관련, 행사, 연구, 정보제공, 여성 기업에 대한 소액 

금융지원, 창조산업 및 보건 분야 여성기업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연방여성창업청의 비전 및 목표는 첫째, 산업부문에서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기

회 활용을 도우며 여성의 창업을 장려, 둘째, 여성창업의 품질을 개선하여 사업 성공의 기

회를 증대, 셋째, 모든 업종과 창업의 전체 단계에서 여성기업인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조직은 정보센터, 자문서비스, 사업승계, 프로젝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부문은 연병교육부, 가족부, 경제기술부 및 유럽사회기금(ESF)으로부터

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주된 사업내용은 정보센터 운영(뉴스동향제공, 여성창업가이

드, 포럼운영, 각종 발간물 발행), 자문서비스(전문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 자문

기관들과 제휴), 사업승계(가족기업의 여성상속 등 여성의 기업승계 촉진 및 지원), 프로

젝트 수행(유럽의 여성창업 지원에 관한 우수 사례 등 연구)이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잘 발전시켜 왔는데, 1990년대부터

는 여성 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지원 정책은 중앙부처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1950년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특히 1990년

대 후반부터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이 집

중되었다.

KFW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정책이자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은행은 소규모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부처 내 경제부와 함께 소자본을 투자하

여 창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신용 평등 프

로젝트’는 대형 은행과 협력하여 여성창업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은행에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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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조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과의 협력하에 소자본 

대출도 해주고 있다. 여성기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창업자에게 무료로 대출을 하

며, 창업 전 신용대출도 지원하고,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판로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KfW 중소기업은행 창업자금에서 지원하는 판로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여성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원하고 있다.

평등권국은 여성이 각종 창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여성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등권국, 연방교육연구부, 여성경제노동부 등 3

개의 연방기관이 연계하여 연방결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코스로 여성의 창업과 경영을 위한 강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법률과 세금, 회계 등의 전

문지식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민간 여성기업인 단체

를 통하여 위탁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여성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여성창업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에게 필요한 탁아시설을 제공하

고, 서로 유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함께 모아서 교육훈련도 제

공하고 있다.

가. 미국의 여성창업 교육정책

미국의 창업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세분화 되어 있다. 통상 1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성공한 여성기업인이나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후진을 양성하는 시

스템이 대부분이다. 지역 비영리단체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 여성기업과 관련된 

카운슬링을 제공한다. 이뿐 아니라 여성기업가네트워크, 사업 관련 아이디어, 경영포럼, 

할인 서비스, 정책 브리핑 등 모든 범위의 교육훈련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나. 일본의 여성창업 교육 정책

일본의 교토신용금고는 첫 여성 한정 창업 지원 학원 ‘여성창업가 살롱’을 시작하였

다. 창업 직후이거나 창업 의욕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창업가의 강의와 그룹

워크를 통해 사업 성공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일본정책금융공고(公庫)는 5월 

하순 거래 중인 중소기업 약 120개사의 경영자가 한자리에 모여 그룹 토의 등을 통해 인맥

을 쌓는‘전국 여성 경영자 서미트’를 오사카시에서 개최했으며, 향후에는 창업을 목표로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공부회 개최 등을 검토 중이다. 미노(箕面) 상공회의소는 여성만의 

감성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을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창업 학원을 개시하였다. 제1탄으

로 여성창업가가 창업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창업 학원도 강사의 대

부분이 여성이다.

2.

해외

여성창업	교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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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의 여성창업 교육 정책

영국에서 1996년 Glasgow에 설립된 웰파크기업센터는 지역사업 지원기관들의 광

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주요 지원서비스는 여성을 

위한 창업훈련과정,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기업 성장 훈련과정, 지역 

내 여성들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설정, 지역 내 여성들과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추진, 지역 

내 여성소액 신용집단을 위한 잠재성예비분석 등이다.

라. 독일의 여성창업 교육 정책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fr Bildung und Forschung)는 

2004년 3월에 여성 기업인을 위한 중계사무소(Agentur)를 설치하여 여성창업을 위한 다

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경제노동부(Bundesministerium ffr 

Wirtschaft und Arbeit：BMAW)가 여성창업인을 위한 경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연방여성창업인 중개사무소(Bundesweite Grfnderinnenagentur)는 연방 차원의 

최초의 여성창업인을 위한 기관으로서, 여성창업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자문 기능을 제공

하며, 여성의 권리 보호 및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평등권국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코스로 여성의 창업과 경영을 위한 강의프

로그램을 제공하며, 법률과 세금, 회계 등의 전문지식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민간 여성기업인 단체를 통하여 위탁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여성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여성창업센터를 설립하여 여성에게 필요한 탁아시설을 제공하

고, 서로 유사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함께 모아서 교육훈련도 제

공하고 있다.

해외 국가별 여성창업 지원 정책 요약

국명 지원	내용

미국

•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	연방	공공기관의	조달물품	구매	시	여성기업	제품을	

5%	이상	구매토록	규정

•	여성기업국	산하에	107개	여성기업센터	설립	및	운영

•	여성전용	사전	승인	대출	등	여성기업	자금	지원

독일

•	주무부처인	여성창업청은	여성의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교육,	연구,	정보제공,	정책건의	등의	기능	수행

·		‘04년	설립되었으며	본사와	16개의	지회로	구성(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의	예산	

지원)

·		여성의	가업승계	지원	관련	행사,	연구,	정보제공,	여성기업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창조산업	및	보건	분야	여성기업	진출에	역점을	둠

·		999명의	여성기업전문가	DB	구축,	445개의	여성기업	자문기구,	323개의	

여성기업센터를	선정	지원

·		여성기업	능력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연구	및	나노기술	여성과학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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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지원	내용

핀란드

•	여성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자	여성기업기관이	설립(1996)되어,	교육	및	훈련,	

컨설팅,	멘토링	등	여성창업을	지원

•	여성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	기업가정신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	

운영(2007년)

영국
•	아이디어	상용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및	특허	출원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	제공,	

세미나	및	포상대회	지원

스웨덴

•	경제지역성장청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여성창업을	위한	자금,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여성	기업가정신	촉진과	사업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여성도	기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창업	권유	프로그램인	여성기업을	위한	홍보대사	

프로그램	운영(여성기업인	900명)

일본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각	지방단체를	중심으로	130여	개의	여성기업센터	운영

•	정부	조달	시	여성기업	제품을	5%	이상	구매토록	하고,	각	대출	기관이	총	대출액	중	

여성기업	대상	대출액	5%	확보하게	하는	등	판로지원

EU

•	여성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여성기업대사네트워크를	’09년	발족(22개국	250명)

•여성창업자대상	멘토링	지원	및	여대생	대상	창업교육	실시

•	유럽	30개국	여성기업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정보	제공,	

우수	사례	전파,	정책조언	제공

•	여성기업	네트워킹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하고,	여성간부비율	증대	방안을	

연구하는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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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지원 사업으로 운영 중인 여성창업보육실 이용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 BI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지원,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과 연계한 BI와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디자인, 광고, 패션, 콘텐츠, SW, 교육, 

예술) 등 전문직 여성에 특화된 창작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기존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청년, 시니어, 기술창업, 제조업 창업 등 남

성 위주의 창업 지원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창업이 위축되

어 왔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합한 업종 개발, 창업교육/컨설팅, 자금지원 등 인큐베이팅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BI센터를 경기도의 꿈마루 등 열린 공간으로 설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 시설을 공유하거나 왕래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구

축이 유용하므로 좀 더 많은 사람이 시설을 활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론과 실

무가 미흡한 여성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한 사전보육과 단계적 보

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창업보육시설과 공간이 필요하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창업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 시 자금조달 규모는 남성에 비해 작은 편이나 최근 은행권 대

출 등 외부 자금조달에 보다 적극적임 •여성 창업기업의 협력 및 네트워킹 활동은 남성

에 비해 부족하나 여성 창업가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 등 유대감은 더 높은 편임 •여성 

창업가의 창업교육 경험은 남성보다 더 많으며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침 •남성 중심의 사업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며, 가사, 보육 등 여성으

로서의 사회적 역할로 인해 창업 활동에 부담을 가지고 있음2)등이다.

III. 결론

2)	STEPI	Insight	2017.	VOL	205.	여성	기업가정신	증진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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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에서 나타나듯이 여성 창업자들이 관련 정책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이 더 높

고, 투입 대비 효과도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지, 해당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여

성 창업 인력 숫자가 적고, 환경적으로 여성이 창업하기에 불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점

이다. 이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여성 창업에 더 친화적이고, 적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더 많은 여성 창업자들이 유입된다면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 성공률이 증대되리라는 것

이 예상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 창업은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창업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 

노력으로 전문직 여성 종사 비율 증대 등 사회적 지위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지만, 소위 

‘유리천장’이라 말하는 여성의 고위직 승진 등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 

30대 이상 여성 중심의 심각한 경력 단절 문제 해소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아

실현 목적 창업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결혼 후 육아 부담을 벗는 30대 후반의 경력단

절 여성에 대한 창업 관심이 높고, 고학력 여성 인구의 증가로 도전정신과 자기효능감

이 여성에게도 주된 창업 동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소비 트렌드 변화와 소비 주체로서 여성 영

향력이 확대 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기술과 감성의 결합 트렌드는 여성 고유의 

감성과 섬세함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또, 여성 소비 규모 확대와 함께 여성

의 가정 구매 결정권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창업 성공 가능성

이 커졌다. 전통적인 여성 친화산업으로 볼 수 있는 패션, 쇼핑, 미용 등 미혼여성 친화

산업과 육아, 교육, 가사 등 기혼여성 친화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한국 여성들의 내적 역량과 시대가 원하는 외적 요인을 보았을 때 한국에서도 세

계적인 여성 혁신 창업자가 탄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혁신 여성 창업자가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그 시기는 더욱 당겨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한다면, 먼저 우수 여성 인력의 혁신 창업가 전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창업을 목적으로 기술 역량과 창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체계화된 기술 창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강좌 개설과 상상력과 창의

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강좌 등이 대폭 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우수 여성 인력에 대한 창업 인턴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이다. 미국에

서 운영 중인 ‘Venture for America’와 같이 우수 여성 인력을 선발하여 창업기업의 인

턴 근무를 통해 자신의 기업가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접 창업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창업 초기에 한해 여성 

전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거나 일시적인 생활 안정 자금이나 세금 감면 혜

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력 단절 여성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경력 단절 여성들이 효과적으로 혁신 창업

자로 변모할 수 있는 창업 표준 모델을 개발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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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단순히 생계형 창업으로만 몰 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역

량을 파악해 그에 맞는 산업별, 업종별, 기술별 창업 프로세스를 개발해 적용한다면 경

력단절 여성을 우수한 국가 자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육아, 가사 등은 여성에게 있어서 중요 이슈이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창업 지

원 정책도 여성 창업에 있어 빼놓을 수 없다. 여성 창업기업들이 연합해 여성창업자나 

창업기업 여성 종사자들을 위한 공공 육아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모델이나, 공공기관인 

창업지원기관에 공동 육아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여성들이 창업했을 때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여성 친화산업에 대한 정책 연구 

조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여성 친화산업 각각에 대한 여

성 창업가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인력 육성 및 공급을 위한 장기

적인 계획이 마련된다면 여성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미래에는 어떠한 

여성 친화산업이 등장할지 신규 유망 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함께 이뤄진다면 보다 유용

할 것이다.

여성 창업가의 강점과 약점을 잘 이해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감소시켜줄 수 있

는 전문 집단이 있다면 여성 창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최근 창업 시장에서 유

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액셀러레이터들이 속속 등장

하고 있는데, 여성 창업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해 여성 창업 전

문 액셀러레이터 등장을 유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또, 기술 기반 창업 활동이 부진한 

여성 기업가들을 발굴·육성하는 차원에서 TIPS 프로그램 등의 운영사 투자보육 규정

에 여성 창업가에 관한 우대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부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성 창업가나 여성 창업 활동에 관한 연구 자료가 현저

히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 창업의 눈에 띄는 성공 사례가 부재하여 역할 모델로서 기능

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여성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한 분야별, 이슈별 역

할 모델을 개발하고, 사례집,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확산 전파해 여성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하고, 여성 창업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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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창업 생태계 실태와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 재창업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

부 후속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에 기여

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특별시 재창업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상법에서 기업 활동 관련 법률을 분리하여 회사법의 단행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연대보증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셋째, 인수합병 등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기업생태계의 역동성 제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창업 지원정책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재창업 지원사업의 포트폴리오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 지원사업의 획일적 기준으로 인한 효과성과 효

율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폐업 유형별, 지원사업 성격별로 지원사업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

부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재창업사관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 재창업 자금 수혜자의 반복

되는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기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재창업 기업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하는 집체적 대안 모델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재창업 생태계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재창업 생태계는 

창업 생태계와 달리 협력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상호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

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8년		2월	1일	~	2018년		9월	30일

연구과제명	 재창업	생태계	실태	및	성장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제언

연구책임자	 허철무

참여	포럼위원	 허철무,	김성열,	박노국,	유재균,	이종세,	정광천,	정용현,	정태용(총	8명)

색인어	 한글	재창업,	재도전,	재도전	지원정책,	성장제약요인,	재창업	실태,	재창업	생태계

	 영어		restart-up, rechallenge, rechallenge programs, growth constraint factor, restart-up co

ndition, restart-up ecosystem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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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해 창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창업은 많은 폐업 기업인들의 귀중한 실패경험을 활용

하여 국가적으로 실패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재창업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현 재창

업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후속 정책 방안의 제언, 둘째, 재창업 기업 실

태와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장제약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재창업 활성화

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셋째,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창업 생태계 실태 분석, 둘째, 

재창업 정부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 셋째, 재창업의 성장제약 요인 도출, 넷째, 

해외 재창업 정책·제도·사업사례 분석, 다섯째, 재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

한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하였다.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요약문

제목

재창업	생태계	실태	및	성장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제언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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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창업 기업의 현황

최근 10여 년간의 국내 창·폐업 기업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 설립 건의 

약 30% 이상이 재창업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차명으로 재창업한 경우를 포함하면 전

체 창업 현황 중 최소 30%에서 최대 60%가 재창업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재창업 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평균 대비 생존율이 2배를 웃돌고 있어 경험이 많은 

성실실패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경험을 가진 중소기업인들이 재창업을 통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선순환 구조로 돌릴 수 있도록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재창업 기업의 성공과 실패

사업실패의 원인은 내부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업실패

의 유형은 부패형 실패, 한계형 실패, 외란형 실패, 혁신형 실패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

나 세계적으로 기업의 생존율은 경기 흐름이나 시대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기업 활동에 있어 실패는 상수로써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업실패 경험을 

중요한 국가의 사업경험 자본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실패기업인들에게 현재의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실

패기업인 역시 실패에 대해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초도창업 지원기업에 비해 매출액 및 고용 창출 등

의 효과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 신용회복제도

회생불가 기업에 있어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신용회복은 재창업을 

위해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재창업 과정에서 이전 사업실패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

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각종 지원사업에 자격 제한, 영업활동 제약 등이 심각

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용회복제도는 정상적으로 채

무상환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들에게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등의 조정수단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워크아

웃, 프리워크아웃,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신용정보 조기삭제, 소액신용대출, 일시완

제 시 추가감면, 개인회생제도, 파산면책제도 등이 있다.

1.

재창업	생태계	실태

2.

재창업

정부지원정책	현황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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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창업 지원정책

경영위기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회생과 재기, 실패기업인들의 성공적인 재창

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지

원·투자·융자, 보증지원, 교육, 상담·컨설팅·멘토링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재기상담부터 자금지원, 사후 멘토링까

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기 위한 종합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개인과 법인 요인

상당수의 재창업 기업인들이 금융권 채무는 물론 상거래 채무나 조세 채무를 함

께 보유하고 있어 복잡한 채무구조로 인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전기업 

경영 시 취약점으로 단순히 자금문제 외에도 전략적 판단 미흡, 마케팅/영업 미흡 등이 

높게 나타나 재창업 시 보완되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창업 기업인은 정부

의 재창업 지원이 없더라도 사업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창업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스스로 역량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지원사업 참여는 자금 관련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실패

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정책이 기업의 자체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 생존력 강화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업 또한 부족한 영역에 대해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나. 정부 요인

정책 관점에서는 재창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증대와 필요성 인식 확대, 

관련 예산의 편성 확대, 관련 정책기능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원스톱 통합전문기구

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정책목표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해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기

구 설립이 필요하다. 제도 관점에서는 회사법 정비 미흡으로 주식회사 대표자의 연대보

증 및 제2 납세의무 등 사각지대가 상존하므로 단행법제화가 필요하며, 창업기업에 대

한 연대보증 면제의 범정부적 준용, 간이회생제도, 회생전담법원 도입 및 통합도산법 

개정이 요구된다. 사업 관점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보

조금-융자금-투자금 간 통합적 연계구조 및 비 자금성-자금성 지원사업 간 상호연계

구조가 미흡하므로 융자자금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보조금 및 비 자금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다. 기타 요인

재창업 기업인들과 지원기관 종사자 간에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차가 큰 것도 

3.

재창업의	성장	및

제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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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재창업 지원을 위해 극복할 요인이다. 지원기관 종사자의 경우 지원 활동과 

위험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므로 인식 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원기관 내부에서 

지원정책의 철학적 근간과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

회 전반에서 실패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가. 영국의 사례

영국은 The Insolvency Service라는 기구를 통해 ‘기업의 부실예방 - 발생한 부

실의 대응 및 관리 - 법률적 회사정리 - 재창업 지원’을 일괄 대응 및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부실 및 파산 정도가 최근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의 재창업 정책의 특징으로는 전주기적 종합 정책 대응, 다자 이해관계에서의 정교한 

균형관리, 선제적 기업실패 예방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영국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적 혁신 활동에 있어 실패가 상수라는 것을 반영하

여 국가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둘째, 실효적 대응을 위하여 부실예방-부실관리-회사정리-재창업이 일괄 지원될 수 

있는 종합기구의 성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법률에 근거한 기구의 조직화와 인

력 운용으로 업무수행 범주, 복잡성, 전문성을 충족할 수 있었다. 넷째, 이해관계의 복

잡성과 중요성 관점에서 정교한 기구운영과 업무 프로세스 및 평가관리체계가 정립되

어야 한다.

나. 미국의 사례

미국은 기업 활동에 있어 창조적 혁신의 결과와 실패에 대한 관용은 비례관계에 있

다는 철학하에 기업의 실패는 기업가의 실패가 아닌 투자자의 실패라는 관점으로 접근

하고 있다. 또한 주주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높아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는 환경적 특성

으로 인해 경영위기 상황이 사전 노출되고 최종 도산 이전에 Capital Market 기반의 

문제해결이 이뤄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부실기업도 매력적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

고 있어 고수익 실현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또한 기업 활동에 따른 실

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한책임성에 기초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회사법을 통

해 법제화하고 있다.

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재창업 지원정책은 주로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재창업 보

증제도와 재창업 융자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은 기업인에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일으키거나 한계기업의 정리를 연장하는 형태로 귀결되어 기업생

4.

해외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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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설립한 기업재생지원기구가 

영국의 The Insolvency Service와 달리 실효적 성과를 얻지 못한 원인은 수익화 모

델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시각 차이와 이해관계 조정 미흡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재정지원 중심의 접근법의 한계, 둘째, 투자 기능을 통한 시

장 메커니즘 기반 문제해결 실패, 셋째, 이해관계자의 분산적 참여 시 복잡성으로 인해 

문제해결에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회사법(기업법)의 단행 법제화가 필요하다. 기존 상법에서 기업 활동 관련 법

률을 분리하여 단행 법제화가 필요하며, 회사 유형에 대한 세분화 및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 활동 착수에 따른 표준 규약 정립이 요구된다.

둘째, 연대보증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현행법 체계는 주식회사를 인적 회사로 

규정하여 대표자로 하여금 무한책임을 지우거나 회사를 사유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

도록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대보증 문제는 회사법을 단행 법제화

하고 선진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셋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기업생태계 순환이 요구된다. 인수합병의 활성화는 

투자기반 확충과 스타트업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

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조세

제도 정비와 사내벤처 활성화 방안 마련, 벤처바이아웃펀드 활성화 정책 및 부실기업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재창업 지원정책 및 성장·제약요인 분석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재창업 지원사업의 포트폴리오 체계의 정비이다. 현 지원사업의 획일적 기준

으로 인한 효과성과 효율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업 유형별(한계형, 혁신형, 국

제화), 지원사업 성격별(비 자금, 자금, 복합)로 지원사업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정비이다. 현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인사, 예산, 전

문성 면에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조직으로 거듭

나야 하며, 선제적 부실예방 및 사업실패의 체계적 관리, 일괄처리와 다양한 유관기관

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1.

재창업의	정책적	제언

2.

시사점

Ⅲ. 결론



220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221 다섯, 재창업분과

셋째, 재창업사관학교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창업 자금 수혜자의 2차, 3

차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단기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재창업 기업인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효과적인 집체적 대안 모델의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재창업 생태계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이다. 재창업 생태계는 창업 생태계와 

달리 협력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재창업 기업인의 자원과 역량은 

결핍되어 있는 반면 지원기관 종사자 및 관련 주체의 관심과 참여는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주관기관의 유기적 촉진자 역할 수행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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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를 지나 고

령 국가로 변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산업의 발전이 도리어 일자리를 빼앗는 시

대를 맞이하여 창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아젠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숙련된 경험자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

어 취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창업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여야 

하나, 창·폐업 기업 현황을 보면 이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2016년 기

준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약 7만 개 수준으로 2008년의 5만 개 대비 약 2만 개가 증가하

였으며, 개인사업자 역시 2016년 기준 약 84만 개가 폐업하여 매년 신규 창업 기업 수 

대비 폐업 기업 수가 7~80%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7). 이러한 현실은 폐업한 기

업인이 재창업을 하지 못할 경우 7~80%에 해당하는 많은 폐업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

황에 놓이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중소기업인들의 귀중한 실패경험들을 활용하지 못함

으로써 엄청난 실패비용을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서 창업에 실패한다는 것은 여전히 인생의 실패로 인식되거나 개인 파산으로 신용불량

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7년 새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는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전략 5 ‘중소 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내 국정과제 39번 ‘혁신

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은 그 실천과제로서 ‘재도전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창업·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재도전 걸림돌 제거 및 재창업 지원을 기본 방

향성으로 설정하고 있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창업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1.

연구의	목적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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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재창업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후속 정책 방안을 제언하

고자 한다.

둘째, 재창업 기업 실태와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장제약요인을 도출

함으로써 재창업 활성화에 요구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과 역동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입(창업)-성장-수확/정리-재유입(재창업/재투자)’의 순환적 흐

름으로 구성되는 기업생태계에서 ‘정리’ 및 ‘재유입’ 단계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는 재창업 생태계의 실태를 고찰하고, 정부의 재창업 지원정책 현황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그리고 퇴출된 기업인들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창업하는 데 어떤 요

인들이 성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의 재창업 

지원 제도, 환경 등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재창업 활성화의 성장제약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연구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범위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창업 생태계 실태 분석

② 재창업 정부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

③ 재창업의 성장제약 요인(개인, 법인, 정부 등) 도출

④ 해외 재창업 정책/제도/사업사례 분석

⑤ 재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

2

연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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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창업 기업의 현황

1)	창·폐업	기업	현황

최근 10여 년간의 우리나라의 창업 및 폐업 기업 수를 분석한 결과, 법인의 경우 연

간 신규설립 수가 12만 개를 넘어섰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10만 개 이상이 신규로 

설립되고 있다. 신규창업 기업 수 대비 폐업 기업 수의 비율인 ‘단순폐업률’은 개인사업

자가 평균 80%, 법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57%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법인 공히 신규설립의 약 30%는 재창업에 해당되며, 이를 감안한 ‘단순폐

업률’을 추정해보면 90~110%의 흐름을 보인다. 즉, 초도창업의 경우 신설과 폐업이 거

의 같은 숫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신규설립은 법인 12만 6천여 건, 개인은 1백 1십만 건의 창업이 이

루어졌고, 폐업 또한 이와 비례하여 법인 약 7만여 건, 개인 약 84만여 건이 진행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1.

재창업	생태계	실태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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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폐업 기업현황 그래프

*자료:	통계청(2017)

창·폐업 기업현황 그래프

*자료:	통계청

재창업과 관련하여 개인과 법인 공히 신규 설립 건의 약 30% 이상이 재창업의 형

태로 이루어졌다. 개인의 경우 연간 약 30만 개, 법인의 경우 연간 약 3만여 개가 재창

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차명으로 재창업을 한 경우도 약 30% 수준에 이르는 것

으로 조사된 바 있다(통계청, 2017). 

재창업 실태

*자료:	통계청(2017)

구분
총사업자		All	Taxpayers	 법인사업자		Corporations 개인사업자		Individuals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총계 신규 폐업

2008년 5,234,702	 1,087,533	 844,171	 504,588	 75,797	 50,040	 4,730,114	 1,011,736	 794,131	

2009년 5,419,526	 1,043,533	 840,941	 529,284	 80,288	 55,155	 4,890,242	 963,245	 785,786	

2010년 5,602,091	 1,071,684	 860,335	 557,390	 83,626	 54,829	 5,044,701	 988,058	 805,506	

2011년 5,772,495	 1,083,669	 897,168	 594,584	 89,283	 51,933	 5,177,911	 994,386	 845,235	

2012년 5,918,551	 1,053,605	 889,500	 635,298	 97,196	 56,305	 5,283,253	 956,409	 833,195	

2013년 6,057,678	 1,027,907	 863,195	 677,947	 101,349	 57,867	 5,379,731	 926,558	 805,328	

2014년 6,348,919	 1,127,246	 815,624	 733,451	 111,627	 54,296	 5,615,468	 1,015,619	 761,328	

2015년 6,702,456	 1,191,009	 790,050	 798,255	 122,696	 50,630	 5,904,201	 1,068,313	 739,420	

2016년 6,886,938	 1,226,443	 909,202	 835,906	 125,717	 69,600	 6,051,032	 1,100,726	 839,602	

구분

2014년	기준

기업수(개) 초도창업(%) 재창업(%)
전체	창업자	
과거창업횟수

재창업자	수
재창업자	

과거창업횟수

소계 1,985,396 68.0 32.0 1.5 634,876 2.6

개인 1,822,382 67.9 32.1 1.5 585,624 2.6

법인 163,014 69.8 30.2 1.5 49,252 2.5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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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체 기반 창업의 약 30%는 재창업

이며, 차명으로 재창업을 하는 경우도 30% 정도로 추정한다면, 전체 창업 현황 중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60%가 실제적으로 재창업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간주할 수 있다.

차명 재창업의 경우 이전 사업에서의 실패에 따른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이루어진

다고 추론할 때 폐업이 지니는 국가적 실패비용의 부담 정도가 매우 큰 편이라 할 수 있

다. 2016년 기준 폐업자들이 창업에서 폐업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손실 비

용이 개별 사업체별로 평균 5천만 원이라고 산정할 때 연간 약 45조 원의 실패비용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또한 현재의 제반 물가수준과 창업 시 발생하는 초기 투자금을 복

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폐업에 따른 사업체별 손실 비용이 1억 원이라고 산정 시 국가적

으로는 연간 약 91조 원의 실패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단

순 추계이긴 하나 막대한 금액의 국가적 소실을 초래하게 됨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

2)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보면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평균 생존율의 

2배를 웃돌고 있어, 경험이 많은 성실실패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

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 기업 생존율(전체 vs. 재창업)

*자료:	통계청(2017)

통계청 최근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인 이상 기업형 사업체의 경우 1인 사업체 대비 

평균 16% 정도 높은 생존율을 보이며,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형 창업이 자영업 

형태의 사업체보다 평균 20% 정도 높은 수준의 생존율을 보인다.

따라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경험을 가진 중소기

업인들이 재창업을 통해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을 선순환 구조로 돌릴 수 있도록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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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폐업	관련	환경	분석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고령화 국가를 지나 고

령 국가로 변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수많은 은퇴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소득절벽에 직면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산업의 발전이 이제는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도리어 일자리를 빼앗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변화

*자료:	통계청

이처럼 급격한 인구구조와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숙련된 

경험자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취업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창업기업들이 많이 참여하여야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실패한 기업인은 사회에서 낙

인찍히고 신용불량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 등에 의하여 가족과 주변의 지인들까

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창업 시장에 선뜻 발을 들

여놓지 못하고 수십 년간 경험한 양질의 기술과 회사경영의 경험들이 사장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수년째 3% 이하라는 저조한 성장률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도태되고 있고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창업기업 수도 늘고 있지만 

폐업기업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면서 경쟁 심화로 인해 많은 개인 기

업들이 지속성장을 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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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4)	기업의	라이프사이클과	재창업	기업	지원

창업기업은 ‘유입(창업)→성장→수확/정리→재유입(재투자/재창업)’으로 이어지

는 순환적 흐름으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재창업 기업은 사업실패로 인해 ‘정리’와 

‘재유입’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재창업 지원은 기업생태계 전반의 

선순환을 제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반대로 ‘정리’ 및 ‘재유입’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업생태계 전반의 순환 흐름이 제약되는 관계로 기업생태계 전반의 순환 흐름과 

역동성에 심각한 제약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생태계의 순환구조

*자료:	이영달	외(2017),「과학기술기반	벤처기업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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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국가 관점에서 개별기업의 실패는 기업가가 상당한 시간과 학습비용을 통

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어 사회적 자산이 소멸하는 결과를 낳고, 이로 인한 사

회적 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개별기업의 실패는 고용, GDP, 세원 감소 등 국가 경제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혁신성과 기업가정신의 위축, 신뢰와 역동성의 소멸

과 같은 파급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재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은 ‘실패에 대한 사회안전

망 구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 재창업 기업의 성공과 실패

1)	사업실패의	개념	및	원인

사업실패의 개념은 ① 사업의 중단, ② 공식적 파산, ③ 더 이상의 사업 손실을 막

기 위한 사업의 처분, ④ 지속적인 사업운영의 실패, 후속 제품이 출시되지 않거나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경우 및 시장에서 제품판매의 실패 같은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장수덕, 

2003).

사업실패의 원인으로는 ① 경영팀의 경험이나 개인적 역량 부족, ② 신생기업의 불

리함을 극복할 수 없는 부적절한 산업의 선택, ③ 규모의 부적절함을 극복하기에 부적

절한 전략적 선택, ④ 자원조달 능력 부족, ⑤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미숙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Riquelme and Watson, 2002). 특히 신생기업은 주로 경영

지식이나 재무관리의 능력 부족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과 능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다(Thomhill and Amit, 2003).

기초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인 요인도 함께 지니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 ‘표준사업개시절차’와 ‘표준규제확인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표

준사업개시절차’의 경우, 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최적 회사 유형을 선택하도

록 하고, 각 회사 유형별 기초체계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 특별

히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높은 주식회사의 경우, 복잡성의 수준과 비례하여 주식회사 

설립을 우리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다. 또한 ‘표준규제확인절차’

를 회사 설립 전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개시 후 규제 문제로 인해 사업에 난항을 겪게 되

는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표준사업개시절차’ 및 ‘표준규제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설립과 사업 착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2)	사업실패의	유형

사업실패의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도전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형별로 정책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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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패형 실패’는 경영진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의도적 또는 계획적으

로 기업을 도산화하는 유형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처럼 ‘무관용 원칙’

이 준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생태계 내에 기회주의적 행동, 사기, 기만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한계형 실패’는 기술, 사업모델, 경쟁력의 한계로 인한 실패이다. 분포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통적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실패의 주된 흐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과정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접적인 자원 지원보다 더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외란형 실패’는 재난,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등 기업 외부의 통제할 수 없는 

대형원인으로 인한 실패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Disaster Loan' 프

로그램과 같이 국가적 측면에서 긴급하게 지원하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혁신형 실패’는 혁신적 기술 또는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시장과 기

업환경의 미성숙 또는 혁신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실패 유형을 의미한다. 재창업 지원정

책이 가장 유의미하게 역할과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3)	기업	활동에	있어	상수화된	실패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창업 기업의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도 앞서 보았

듯이, 창업 후 5년간 지속될 확률이 3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기업가정신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미국의 Scott Shane(2009)은 미국 기업들의 

생존율 추이를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경기 흐름(호경기, 불경

기)이나 시대(1970~80년대, 1990~2000년대)와 관계없이 기업의 생존율은 일정한 수

준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기업 활동에서 실패는 상수로써 인식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생존율 데이터를 살펴보더라도 - 표본 구간이 짧지만 - 2012년

의 생존율과 2014년의 생존율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즉, 기업 활동에 있어 실패는 ‘상수’라는 Scott Shane 교수의 주장이 우리나라에

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실패	기업인의	현실

이처럼 기업 활동에 있어 실패는 ‘상수’화 된 것이며, 오히려 사업실패 경험을 중요

한 국가의 사업경험 자본으로 축적하기 위하여 성실한 실패 기업인들에게 재창업을 위

한 기회와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하나, 많은 실패 기업인들은 재도전의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신용불량과 신용회복 기간 등이 오래 걸

리고, 회복되더라도 그 기록이 남아 있어 재기를 위한 투자 자금 유치가 거의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230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231 다섯, 재창업분과

재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효율적인 재도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해’

라는 연구 노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고 있다(김인수, 2015).

첫째,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 

둘째, 일회성 재창업 지원 자금으로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이 안 됨.

셋째, 정부 R&D 과제에 대해 신용불량자 신청 불가.

넷째, 실질적인 중소 벤처·기업 실패 후 성공한 경험자에 의한 재도전 전문가 교육 

부족.

다섯째, 체납 국세로 인한 재기 불가.

여섯째, 과거 신용불량 기록과 은행연합회 전산 시스템 기록 등록 및 공유로 은행

거래 불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패한 기업인들의 신용회복이 빨리 이루어

져야 재기에 나설 수 있고 사업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신용불량 기록을 유예시키

거나 재도전 기업인에게는 예외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창업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인다.

또한 폐업하는 시점에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재창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착륙을 

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실패한 기업인들의 경우 연대보증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폐업하게 되어 7~8년이 지나도 재창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폐업 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그 기

업의 정리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하여야 재창업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할 수 있다.

창업 후 성장단계를 거쳐 회생하거나 퇴출이 되고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재도전 사

이클이 구축될 수 있도록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을 아이가 태어나 훌륭한 인격

의 어른이 될 때까지 돌보듯이 항상 기업의 전 생애를 예의주시하여 돌보지 않으면 소

중하게 축적된 실패한 기업인들의 경험이 개인이나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지 않고 

사장될 것이므로 기업의 전 생애에 걸쳐서 지원이 필요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다.

5)	재창업	기업의	성과

실패 기업인들, 특히 혁신기반의 사업 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은 실패

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아닌,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태도를 지니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패 기업인의 약 85%가 다시 실패하더라

도 재도전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고, 재창업한다면 실패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

를 활용하여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의 기업가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특히 기업유형별로는 기술혁신형, 품목다변화형 기업을 경영하였던 기업인

들의 재도전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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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패 기업인들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그 효과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인식 조사 결과

*자료:		이춘우,	이영달	외,	재도전	정책	프로세스	및	효과성	재점검	연구,	중소기업청(2014)

이처럼 재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도전 의사를 바탕으로 재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초도 창업지원정책 수혜 기업에 비해 매출액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성 측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창업 기업의 경우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액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청 BI 입주

기업에 비해 1.7~5.8배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의 경우 청년창업사관

학교, 중기청 BI 입주기업에 비해 1.8~3.2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사업 성과 비교

*자료:	이춘우,	이영달	외,	재도전	정책	프로세스	및	효과성	재점검	연구,	중소기업청(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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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회복제도

1)	재창업에	있어	신용회복제도의	의의

기업이 회생 불가한 경우 파산신청을 하거나 개인 회생 신청을 통해 신용회복을 하여

야만 재도전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년간 과도한 채무를 떠

안고 이로 인해 재도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재창업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전 사업실패로 인한 신용도 하락과 이에 따른 자

금 확보 및 각종 지원 사업 지원 자격 제한’ 등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다. 또한 공공영역의 입

찰이나 대기업과의 거래 시 요구받는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의 발급 제한으로 인해 영업활동

에 제약을 받는 일이 많아 이 또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패 유형에 따라 성실실패 경영인에 대해서는, 기업이 실패하게 되면 기업인의 실패

가 아니라 투자자의 실패로 인식을 전환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 절차를 반

드시 거치도록 하거나 각종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자격 제한을 유예하는 제도적 보

완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자도 모든 기업의 실패 책임을 기업대표의 연대보증제도를 이용

하여 기업인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의 방지와 재창업 성공 가능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재창업 기

업은 신용회복사가 상주하면서 재창업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한다거나 건강진단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은 필요하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들에게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

율 인하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신용회복

①	개인워크아웃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채권자가 일부 채무자가 유예상환을 해 주더라도 다

른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를 하면 신용회복 지원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다중 채무자에게 금융회사 공동으로 신용회복지원

을 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여 서민 가계 안정

과 채권기관의 자산 건전화를 도모하여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과 신용사회 정착에 기

여하고자 도입된다.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와 같은 법적 판결 효과는 없으나 금융기관과 

당사자 간 채무조정 합의에 의한 민법상 효력이 발생되며,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체채무

에 대해서만 지원한다(15억 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 30억 원 이하). 대출금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 조정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상환기준 연장 및 분할상환, 변제기유예,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 실시,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미포함되며, 신용회복 지원 내용은 보증인

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적용된다.

2.

재창업	정부지원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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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담보채무는 10억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이하)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

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채무조정지원 없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내용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2017)

개인워크아웃 채무 상환기간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2017)

  · 변제유예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

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②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

구	분 채무감면

무담보	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60%	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담보	채무 •연체	이자만	감면

구	분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
•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	채무
•최장	20년	내	분할	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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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원리금(원금+이자)분할 상환방식으로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면 이행이 종료된다.

●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채권금융

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 기간

이 31~89일 사이인 자

  · 연체 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 이상인 자

  ·보유 자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자

●  채무조정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단, 다음에 해당 시 채무조

정에서 제외 가능)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채무조정지원 없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지원	내용

프리워크아웃 채무감면 내용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2017)

프리워크아웃 채무 상환기간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2017)

  · 변제유예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

을 고려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채무감면

무담보	채무
•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	미만	시	약정이자율	적용

담보	채무 •연체	이자만	감면	

구	분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 •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담보	채무
•최장	20년	내	분할	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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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특별지원프로그램)

①		지원	대상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총 채무금액

이 30억 원 이하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②	지원	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지원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 : 조정 후 채무금액 2억 원 이하 : 최장 3년 유예, 조정 후 채무금액 

2억 원 초과 : 최장 5년 유예※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연

장 여부를 결정

 •  상환기간 : 조정 후 채무 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   재창업 자금 : 지원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중기공, 신용보증기

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창

업 자금을 지원

4)	신용정보	조기	삭제(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회복을 통해 건강한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용정보조회표상 신용회

복지원 정보를 조기 삭제를 실시한다.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

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다.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

료 시점에 삭제되며, 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

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는다.

신용정보 조기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발생된다.

5)	소액신용대출(성실상환	인센티브)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채무자에게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

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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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신용대출 지원내용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2017)

6)	일시완제	시	추가	감면(성실상환	인센티브)

성실상환 인센티브로 일시완제 시 추가 감면 지원대상은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잔여 채무 일시완제 시 추가 감면(단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 

설립근거법률(보증기관 등)에서 원금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 채무, 담보채무, 수정 조건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잔여 상환기관 6회 미만인 경우이다.

일시완제시 추가 감면내용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2017)

7)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여 주는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

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

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

입을 조사하여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

고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다.

구	분 자금용도 대출한도 상환기간 금리

생활안정

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의료비,	재해	

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1,500만	원	

이내	학자금은	

100만원	이내

최장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연	4%	이내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학자금 연	2%	이내

고금리

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연	4%	이내

시설개선

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연	4%	이내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연	4%	이내

상환기간 감면율 상환기간 감면율

1년	이상~2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5% 2년	이상~3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3%

3년	이상~4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1% 4년	이상 잔존	채무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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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8)	파산면책	제도

파산면책 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여주는 제도로, 자신의 모든 재

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이다.

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

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

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

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

하면 된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러

나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다(예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

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와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

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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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비교

*자료	:	2017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재정리,	중기청/창업진흥원

구분
사적지원제도 특별지원프로그램 법원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ㆍ면책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2.	10.	01 2010.	04.	26 2004.	09.	23 1962.	01.	20

채무범위
담보채무	10억/

무담보	채무	5억

주채무	및	보증채무	

30억	이하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제한	없음

대상	채권
협약가입	2개	이상	금융기관

(사채미포함)
개인사채	포함	무제한

채무자

연체자(3개월	이상)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신용불량	상관없음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급여,	영업,	

연금)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	

소득

채무조정

수정

변제기간:	

무담보채권	10년	

이내

담보채권	20년	이내

상환유예	최장	2년

이자/연체이자액	

전액	감면

상각채권(60%	감면,	

사회취약계층	90%)

변제기간:	채권	8년	

이내

상환기간	8년	

이내(2억원	초과	

10년)

상환유예	최장	

3년(2억	초과	5년)

이자/연체이자액	

전액	감면

상각채권(60%	감면)

5년	이내	채무변제 청산	후	면책

소요기간 6	개월 6개월	~	1년 6개월	~	1년

효력 사적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	시	면책 변제완료	시	면책 청산	후	면책

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변제계획	인가	시 면책	결정	시

은행

연합회

공공정보

등록

신용회복	지원	중	

채무변제	완료	시	

또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이후	2년	이상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변제	완료	시	

또는	개인회생	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면책결정	후	5년	

경과할	경우	

공공정보	삭제

장점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함

사채,	원금	및	이자	

감면가능,

회생개시,	빚	

독촉금지

생계비	보호,	

법적효력	발생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사채도	포함.

파산면책	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새로운	경제활동	

가능.

법적효력	발생

단점
원금	및	사채	

감면	불가

신청서류	및	

절차복잡

보증인	보호	안됨

파산	후	5년간	금융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거래	및	

계좌개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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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원 정책

*자료	:	2017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재정리,	중기청/창업진흥원

나. 재창업 지원정책

정부 및 민간기관들은 경영위기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회생 및 재기, 실패기업인

들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창업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재창업 지원정책

구분 제도명 관련기관

종합지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종합지원,신용회복,자금융자,종합전문상담)

신용회복

채무조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일반)

맞춤형	재도전	지원 재도전	종합지원	센터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회생ㆍ파산종합지원
법률구조공단	지원센터

채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인기업	파산제도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관할법원

중소기업	간이희생	제도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관할법원

기업회생	제도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법률상담/관할법원

중소기업	워크아웃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주채권은행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전국은행	연합회	여신제도부/주채권은행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획팀

구분 지원제도 지원내용 담당기관

종합지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융자,

종합전문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연장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회생
채무	조정	및	상환,	잔여채무	

면책
법원

개인파산·면책 채무상환,	잔여채무	면책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신용회복,	신용정보	공유제한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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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제도 지원내용 담당기관

자금지원	

(보조금)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일반분야)창업진흥원,

(ICT분야)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
자금지원,	R&D 기술정보진흥원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재도전분야

자금지원,	R&D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자금지원,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금투자

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큐브벤처	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성장사다리	재기지원펀드 자금투자

나우아이비캐피탈,	

케이스톤파트너스,

에버베스트파트너스

자금융자
재창업	자금(일반)

채무감면,	변제유예분할상환,

자금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창업	자금(융자상환형) 자금융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보증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보증지원 서울보증보험㈜

교육

재도전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교육 (재)재기중소기업개발원

K-Global	Re-Startup	

컴백	캠프
교육,	종합전문상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일반분야)창업진흥원,

(ICT분야)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담,	

컨설팅,	

멘토링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신용회복,	자금융자,

종합전문상담
중소기업진흥공단

K-Global	Re-Startup	

컴백	캠프
교육,	종합전문상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큐브벤처	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일반분야)창업진흥원,

(ICT분야)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정리	컨설팅 컨설팅	및	비용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매매
중소·벤처기업	자산거래	

중개장터

중고	기계설비,	공장,	원자재,

무형자산	등	매매
중소기업진흥공단

세제지원 재기중소기업인	조세	지원
국세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관할	세무서

사무공간

재창업지원펀드
자금투자,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큐브벤처	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및	

멘토링,	사무공간

(일반분야)창업진흥원,

(ICT분야)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인신용

카드	발급

재기기업인	법인카드	발급	

지원
법인신용카드	발급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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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17년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안내	자료집(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1)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실패기업인의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재도

전 성공패키지 사업’은 실패기업인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2015년에 신설된 재창업 

전용 프로그램으로 연간 300여 명이 넘는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①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

여 교육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형 지원을 통한 재창업 성공률 제고

②	지원규모	: (예비)재창업자 200개 내외

③	예산규모	: 100억 원

④		지원대상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	지원내용	: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

 •  재창업교육은 (예비)재창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45시간 내외) 및 선택과정

(30시간 내외)으로 구성 및 운영. 공통과정은 실패원인 및 사례 분석,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교육, 선택과정은 재창업자별 희망교육을 선택하여 이수하며, 사

업화는 단계별 사업화 지원, 보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전 과정을 일괄지원한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 절차

*자료	:	창업진흥원(2017)

구분 지원제도 지원내용 담당기관

자동차	

리스

재기기업인	자동차	

리스지원
자동차	리스 KDB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자금	조달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모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2016년말	13개사)

성실경영

평가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성실경영평가(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중진공,	신보,	기보,	

창업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지원	대상	선정

• 성실경영평가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사업화	지원

30〜100백만	원		

사업화	지원

(평균	40백만	원)

연계	지원

• 멘토링,	네트워킹

• 글로벌(전시회)	

진출

•투자/자금	연계	등

재창업	교육

• 실패원인분석

•리스크	관리	등

공통과정

(40시간	내외)

선택과정

(30시간	내외)

•	글로벌,	마케팅,	

투자	등	맞춤형	

심화교육

*	폐업한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고의부도,	횡령	등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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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도전기술개발	사업

①		사업목적	: 재기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

적 자산의 사장 방지와 원활한 재기를 지원

②		지원조건	:	지원 한도는 최대 1.5억 원 이내(개발 기간 1년 이내),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

③	지원대상	: 사업실패 후 신기술ㆍ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기업

 •  사업실패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의 정

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

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1), (2), (3)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이 가능

  (1)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실패 개인기

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쪽 실패기업의 업종이 지원제

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 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2) 고의부도, 횡령, 사기 등 폐업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3)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

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

표등록이 가능할 것(체납사실이 없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

금·4대보험·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도 가능)

④	지원내용

 • 창의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제품의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

 •  지원한도는 최대 1.5억 원 이내(개발기간 1년 이내)이며,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

의 총사업비의 80% 이내,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현금 비율 50%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⑤		2015년	중진기금예산	신규	사업으로	추진,	2016년	일몰	확정(2017)에	따른	

사업종료

3)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	재도전	분야

①		사업목적	: ICT 분야 재도전 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

②	지원대상	: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기업

 •  재도전기업인 기준 : 폐업한 회사(개인사업자)의 대표이사 1년 이상 재직 경험이 

있는 자

 •  재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법인설립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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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원내용	: 자유 공모 방식으로 최초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과제당 1.5억 원 이내, 

10개월 이내 지원

4)	재도전기업	공공기술	사업화

①		사업목적	:	재도전 기업의 경험자산을 활용하여 우수 공공 R&D 성과물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술사업화의 성공률 제고 및 기업 성장 촉진

②	지원대상

 [1단계] 사업화 기획과제 신청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기술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

 [2단계] 사업화 개발과제 신청 

 •  주관기관 : 재도전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수요기술발굴단

③	지원내용	:	자유 공모 방식으로 과제당 4억 원 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5)	재창업자금

①		사업목적	: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융자 지원(과거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 노하

우의 사장을 방지하고 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정직한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②	예산규모	:	1,000억 원

③	지원대상

 •  신용회복자 : 예비 재창업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

용불량)가 등재(등록 또는 제)되어 있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

류된 (예비)재창업자

 •  신용미회복자 : 실패기업인 중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휴업,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 사업자 및 

대표이사 또는 경영 실권자

  (2) 실패기업의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30억 원(원금) 이하인 자

  (3)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신규자금 조달이 가

능한 자

④		지원내용	: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

준금리(변동, ’17.3분기 기준금리 2.3%), 융자기간은 (운전) 3년 거치 3년 상환, (시

설) 4년 거치 6년 상환, 대출한도는 융자 잔액기준 45억 원(운전자금은 10억 원), 

융자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 및 금융회사 대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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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

①		재창업	지원	펀드	:	정부·민간출자로 조성된 재창업지원펀드를 우수한 재창업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재기를 지원하면서 투자 수익도 창출하는 펀드이다.

 •  투자대상 : 폐업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주요주주(지분 30% 이상)가 재창업하

여 등기임원으로 근무하는 기업이 투자 대상이 된다.

 •  재창업지원펀드 민간 운영사

  ·큐브벤처 파트너스(www.cubevp.com)

  ·캡스톤파트너스(www.cspartners.co.kr)

②		성장사다리재기지원펀드	:	은행·민간투자사가 공동출자로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사가 우수한 기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수익도 창출하는 펀드

이다.

 •  투자대상 : 회생, 워크아웃, Pre-workout, Fast-Track 진행 기업

 •  성장사다리 재기지원펀드 민간 운영사

  ·나우아이비캐피탈 www.nauib.com

  ·케이스톤파트너스 www.keistone.co.kr

  ·에버베스트파트너스 www.everbestpartners.com

7)	구조개선전용자금

①		사업목적	: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 기회 부여

②	예산규모	:	300억 원

③		지원대상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은행권의 신용위험 평가결과 B, C 등급으

로 분류되었거나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중진공 및 신

용보증기금 지정 경영애로 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

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

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판정기업

④		지원내용	: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17.3분기 기준금리 2.3%),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

환, 대출한도는 연간 10억 원 이내(회생계획인가 기업의 회생채무 상환을 위한 비

용은 담보부 대출로 30억 원 이내), 융자방식은 중진공 직접 대출

8)	사업전환자금

①		사업목적	: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 및 조기정상화를 위해 사업

전환·무역조정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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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산규모	:	1,250억 원(’17년)

③		지원대상	:	신규업 종 진출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FTA 체

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을 받은 중소기업

④		지원내용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

업장 건축자금, 사업장 확보자금, 임차보증금 등, 운전자금은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비용 등,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17.3분기 기준금리 2.3%), 융자기간은 (시설) 4년 거치, 

10년 이내 상환, (운전) 2년 거치, 5년 이내 상환, 대출한도는 융자잔액 기준 기업

당 70억 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이내), 융자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

융회사 대리대출

9)	진로제시	컨설팅

①		사업목적	: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구조개선, 사업정리 또는 회생 여부에 대한 

진로제시로 신속한 구조조정 및 재기지원

②		지원내용	: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 진단하여 해당 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구조개선, 기업회생, 사업정리 등) 및 연계지원 안내

③		지원대상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 이자보상

배율 1 이하 (영업이익<이자비용), 정책자금, 보증기관 등 연체 기업, 자본잠식 중

인 중소기업 등

④	지원규모	:	’17년 10억 원(기업당 최대 250만 원)

10)	회생	컨설팅	지원사업

①		사업목적	:	회생절차 이행능력 부족 및 외부전문가 활용비용 조달이 곤란한 중소

기업을 지원하여 회생성공률 제고 도모

②		지원내용	:	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절차 대행 등 

지원

③		지원대상	:	진로제시컨설팅사업 참여기업 중 회생 컨설팅 지원가능기업으로 판정

된 기업, 협업법원이 추천한 기업 중 회생 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 컨설팅 지

원가능 기업으로 판정된 기업

④	지원규모	: ’17년 25억 원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11)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①		사업목적	: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선 실행방안 

수립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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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원내용	:	전반적인 기업진단을 통해 구조개선 필요 분야를 진단하고 필요 분야

(사업, 마케팅, 생산혁신, 인력, 재무 등 사업전반의 구조개선을 통한 체질개선 필

요 분야)에 대한 심층 구조개선 방안을 도출

③		지원대상	:	금융기관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경영정상화 및 워크아웃 추진 중인 기업, 회생절차인가 중

소기업(관할법원의 추천 시 인가 이전에도 지원 가능),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

개선으로 진단받은 기업,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추천한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자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구조개선 계획 수립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 3년 연속 (-)영업현금 흐름 등)

④	지원규모: ’17년 15.87억 원(기업당 최대 4천만 원)

12)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국정과제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에 따라 2014년

도 전담지원조직으로 설립하여 재기상담, 교육, 자금, 1:1 사후 멘토링 등 원스톱 종합지원

을 통한 실패경험 자산화 및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축하여 상담기능 위주에서 자금지원, 

교육, 사후 멘토링 등 재도전 종합플랫폼 역할 수행하고 있다.

①		사업목적	: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기상담부터 자금 지원, 사후 멘토링까지 재도전

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통한 재도전 기업의 경영애로 극복

과 원활한 재기 지원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립(2014년 4월)

		②	지원대상	:	위기극복지원과 재창업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기극복지원 

대상은 경영위기기업, 재창업 지원대상은 사업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는 재도전 기업이다.

③		지원내용	:	법률, 세무, 회생절차 등 심층 상담,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지

원 및 교육, 자금지원기업 신용회복,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1:1 멘토링을 통

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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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재도전 지원사업 기능·단계별 흐름도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지원기업 유형에 따라 ‘재도전(재창업)기업’과 ‘위기기업’에 따

라 지원절차가 지원 내용이 다르다.

 •  재도전(재창업)기업 : 부도, 폐업 이후 도전하는 기업(기업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심리치유 및 재창업 역량 강화, 신용회복상담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한 재도

전 실행을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하고 있다.

재도전(재창업)기업 지원절차

 •  위기기업 : 위기기업은 전문가 심층 상담을 통해 법률, 기업애로 등 심층상담 및 

자금지원을 통해 실패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생 및 사업정리로 실패비용 최

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하고 있다.

구		분 교육·컨설팅 사업화·기술개발 융자	및	보증

위기극복지원	

(Turn-around)

•부실예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

•사업전환·무역조정지원자금

•구조개선자금	

•재기지원보증(신·기보)

재창업지원	

(Re-startup)

•	재기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재창업	기술개발지원

·	(중기부)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 (과기정통부)	

K-Global	ICT	

유망기술	개발지원	

재도전	분야

· (산업부)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사업화

•재창업지원자금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자		

→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필요자		

→	금융위(신복위)

•패키지형	재도전지원사업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

·(과기정통부)	K-Global	재도전	단계별	지원

신청

재도전	기업

심층상담

전문가	상담

처방

재기교육

신용회복

개인회생·파산

재창업	지원

실행지원

심리치유	및	역량	강화교육

(힐링캠프,	자금연계	교육	등)

신용회복	제도(신복위)	안내

개인회생·파산(법원)제도	안내

재창업자금,	공공정보	삭제,	

멘토링,	이행보증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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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기업 지원절차

13)	현	재창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재창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

나, 여전히 재창업 준비 및 재창업 후 사업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재창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 정책의 문제점을 자금지원, 

교육 및 멘토링, 전담조직,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금지원

현재의 재창업자금 관련 정책은 신청자격 및 대상의 적정성, 자금 규모의 제한성과 

집행방법의 획일성, 짧은 원금상환 주기, 부실관리의 제한성 등의 이슈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신청자격 및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지

고 있어 신청자 중 소규모, 생계형 재창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금 수

혜에만 목적을 두고 사전 사업계획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 실패 및 

재도전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자금 규모 및 집행방법의 측면에서는 업종이나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자

금 지원 규모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융자 방식 위주로 집행이 편중되어 있다. 현

재의 자금 규모로는 개별기업당 지원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재창업 기업체 대표에게 부담으

로 작용하는 융자방식보다는 정확한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실패 시 위험을 감수하는 투

자방식으로 자금지원 성격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자금의 수요 사이클과 공급 사이클 간에 미스매칭 발생으로 인해 원금상환 시

기 도래 시 기업의 추가적인 자금 소요가 필요하게 된다. 개별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원

금상환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나 원금상환 준비 상태를 판단하기에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부실관리의 차원에서는 재창업 기업의 경우가 신규창업 부실률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존율은 재창업 기업이 신규창업 기업에 비해 높

은 수준이므로 이 부분은 적절한 지원 대상 선별, 자금 규모와 공급 방법 다양화, 과정 관

리의 실제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마련된다면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

위기기업

심층상담

전문가	상담

처방

구조개선

기업회생

사업정리

소송대응

실행지원

구조개선	전용자금	지원	및	

멘토링

회생절차	신속	지원

(진로제시,	회생컨설팅	등)

폐업,	파산	등	사업정리	안내

법률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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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기관별로 자금지원의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재창업 기업인은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유사한 성격의 서류를 기관별로 달리 반복적으로 작

성하며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이다. 창업자는 사업에만 집중하도록 하여 기업을 더 

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②	교육	및	멘토링

첫째, 실패 기업인 대상의 많은 재창업 교육이 생겨났고 이를 이수해야만 재창업 지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창업 교육을 받고 있으나, 실패 기업인의 경우에 이미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현재의 교육 방식은 재창업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

는 교육과는 괴리가 있다.

둘째, 피교육자인 실패 기업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요

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반영한 실제적 문제해결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높다. 

재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인별 취약 

부분에 대한 니즈에 기반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요구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 형태로 진행하여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멘토링 제도와 관련하여 각 기관별 멘토링 회수가 3회에서 5회 수준으로 제한

되어 있어서 창업 기업이 단계별로 필요한 시점에 멘토를 재지원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

다.

넷째, 재창업 기업에서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제외하고 회사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

해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므로, 모든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의 멘

토링은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멘토링 분야가 초

기 단계의 자금 확보와 시장개척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세분화된 전문 분야의 멘토링에

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계획서, 마케팅 및 홍보, 특허, 세무회계 등의 분야에 

멘토들이 편중되어 있어 정작 중요한 신제품 개발 시 문제점을 컨설팅해 줄 기술 분야의 

전문 멘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업 기업의 전체 사이클을 기준으로 창업 후 최소한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는 전담 멘토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

를 통해 전담 멘토로 하여금 담당기업을 살리려는 목표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

록 하고, 지원받는 회사도 멘토와 지속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기업 정상화에 필요한 부분

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멘토링을 위해 기업별 취약 부분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후 그룹화하

여 전담 멘토를 통해 필요한 분야별로 맞춤형 멘토들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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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담조직

기업의 실패와 회사정리 후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인들은 정부의 복수 부처와 공

공기관, 민간금융 등을 통해 재도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창업 기업인들은 복

잡하고 반복되는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 소요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정부 및 공공기관 영역은 법적 근거, 관련 전문성 부족, 보상과 책임의 비형평

성, 실패 기업인과의 관계 관리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재창업 지원에 적극성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성을 지니고 있다.

재창업 기업인들은 여러 분산되어 있는 기능들을 일괄적으로 지원받고, 전문성과 

종합적 연계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재창업 전담 지원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④	자본시장

정부에만 의존하는 재창업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자본시장이 기능하는 시장 메커

니즘을 통해 문제해결 모색 또한 필요하다.

현재 자본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등으로 인한 대체투자 수요 증가, 통합도산

법의 DIP 제도 개선 추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사모펀드(PEF) 활동 여건 개선 등 

재창업 관련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기회 요인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자본시장 내 재창업 관련 투자 및 사후관리 전문가의 절대 부족, 부실기업 

및 잠재적 부실기업의 정보 투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자본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창업의 성장·제약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창업 생태계 전반의 이해관계에 있

는 재창업 기업인, 일반기업인, 지원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서 진행한 설문조사(2017년 10월)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는 

총 707명으로 재창업 기업인 325명, 일반기업인 261명, 지원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그

룹 121명이었다. 분석 결과, 공통된 시각이 존재하는 사항도 있었으나 이해관계자별

로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사항도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창업

의 성장·제약 요인에 대해 개인과 법인 요인, 정부 요인, 기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가. 개인과 법인 요인

1)	복잡한	채무	구조에	따른	위험	요인

재창업 기업인으로부터 파악한 이전기업의 최대 총부채액은 평균 7.9억 원이었다. 총

부채규모가 1억~5억 규모였던 경우가 약 41%로 대다수였으며, 1억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

3.

재창업의	성장·	

제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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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부채를 보유했던 경우가 24.7%, 10억~50억 규모의 부채를 보유했던 경우가 약 16%, 

5억~10억 규모의 부채를 보유했던 경우가 약 15%로 나타났다. 50억 이상의 대규모 부채

를 보유했던 경우도 약 3% 존재했다.

이전기업의 최대 총부채액(n=283)

직전 기업 활동으로 인한 잔여(미정리) 채무액을 파악한 결과, 재창업 기업 1곳당 총 

미정리 부채액은 평균 7.4억 원이었다. 부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응답자(261명) 100%가 미

정리 금융권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금융권 채무금액 평균은 5.7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미정리 조세 채무 보유자 비중이 컸으며(응답자의 66.7%) 조세 채무금액 평

균은 1.09억 원이었다. 미정리 상거래 채무 보유자는 약 54.4%로, 상거래 채무금액 평균

은 3.16억 원으로 나타났다. 행정 과태료 채무 및 기타 채무 보유자 비율은 각각 39.9%, 

36.4%였으며, 해당 채무금액 평균은 각각 0.04억, 0.48억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나타

났다.

아래 그림에 따르면 재창업 기업인들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금액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응답자가 보유한 미정리 금융권 채무 총액 1,242억 원, 전체 미정리 채무금액의 

64.3%). 그러므로 재창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위험부담을 지는 경제주체는 단연 금융기

관이다. 그러나 재창업 기업인들은 보통 3가지 유형의 미정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채무유형별 응답 비율 합계가 300% 육박). 재창업 기업인 둘 중 한 명은 금

융권 채무는 기본이고 상거래 채무나 조세 채무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다. 금액상으로는 

금융기관의 채무부담이 가장 크지만, 전체 재창업 생태계, 특히 영세중소기업 및 자영업 

비중이 과도하게 큰 국내 경제구조 관점에서 볼 때 복잡한 채무구조로 인한 위험관리 및 

건전화 방안 검토는 재창업 제약요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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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기업 활동으로 인한 미정리 채무액(n=261, 복수응답)

2)	이전기업의	실패	요인

기업실패의 원인이나 어려움을 단순히 자금문제만으로 환원하면 기업인들에게 있

어 실질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요인, 기업 외부요인 등 제반요인들을 세분화하여, 전략, 연구개발, 생산운영, 마케

팅/영업, 고객관계관리, 재무/세무, 법무, 트렌드 변화, 거시경제충격, 규제 및 법령변화, 

거래업체 부실화, 기업가의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도덕적 해이 및 경영윤리, 인사조직, 조

직문화, 운 및 사기, 기타 영역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재창업 기업인들은 이전기업 경영시의 최대 취약점을 ‘전략 판단 미흡’으로 꼽았는데

(47%), 이는 흔히 중소기업의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마케팅/영업 미흡’(41%) 보다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일차적으로는 전략적 판단을 더 잘했었다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었

다는 회고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재창업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정책에 있어서

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 번째로 꼽힌 어려움은 재무/세무관리 부족(33%)이었다. 기업운영의 기본업무인 

재무/세무 영역에 있어 재창업 기업인들이 이전 기업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점은 

기업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상당히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즉 ‘준비 안 된 창업’

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이상의 TOP 3 요인-전략판단 미흡, 마케팅/영업 미흡, 재무/세무

관리 부족- 모두 기업 내부요인에 해당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네 번째로 많이 꼽힌 취약점은 거래업체 부실화(28%)로, 기업 외부요인이었다. 이

전 기업 경영 시의 취약점 TOP 10중에서 기업 외부요인은 그밖에도 급격한 트렌드 변화

(15%), 사기(14%), 기타 외부요인(13%)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격한 트렌드 변화와 사기는, 

기업 경영자 및 구성원들의 시장예측, 전략, 정보력, 판단력 향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

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기업 경영시의 최대 취약점들로 꼽힌 요인들은 대부분 기업 

내부역량의 체계적인 강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점

은 재창업 지원제도 및 시스템 설계 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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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업 경영 시 취약점(n=281, 복수응답)

3)	재창업	기업인의	사업의지

재창업 기업인들은 정부의 재창업 지원이 없더라도 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창업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의욕

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의사가 매우 높고, 현재의 재창업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면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부

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일으키고자 하는 창업사회의 활기는 재

창업 기업인 스스로의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성향이 근본 동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많은 재창업 기업인들이 호소한 바와 같이, 지원기관 담당자의 냉랭하거나 깔보는 

듯한 시선을 민감하게 느끼며 불쾌해하는 것도, 이러한 본심을 오해받는 데서 비롯된다. 

일부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윤리 문제를 빌미로 재창업 기업인 전체의 본심과 지향

점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창업 지원사업과 본인 사업의지의 관계(n=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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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창업	이후	경영상	취약점의	변화	여부

이전기업(폐업기업) 경영 당시와 재창업 기업의 경영상 취약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재창업 기업인들의 자기평가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현재기업의 

경영상 취약점을 기준으로 볼 때(취약한 정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 이전기업 경영 시 취약

점과 현재기업 경영 시 취약점은 상당히 크게 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창업 기업인이 생각하는 이전기업(폐업기업) 및 재창업기업(현재기업)  

경영상의 취약점 비교(n=281, n=237, 복수응답)

먼저 취약성이 개선된 영역부터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개선은 ‘전략 판단’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기업 경영 시 응답자의 47%가 ‘전략 판단 미흡’을 꼽았던 데 반

해, 현재기업 경영에 있어서 ‘전략 판단 미흡’을 꼽은 재창업 기업인은 14%로 대폭 감소했다. 

‘인사·조직관리 부족’(18%→14%), ‘생산운영·관리 미흡’(19%→14%)을 꼽은 비율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경영자의 리더십 문제’(11%→3%), ‘사기’(14%→2%), ‘경영자 태도 및 커뮤니

케이션 문제’(6%→1%)를 꼽은 비율도 모두 감소했다. 이상의 영역은 기업운영 경험이 축적

됨으로써 기업인의 문제해결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이상의 영역들

은 기업 내부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취약성이 더 악화된 영역은 더욱 분명한 경향이 나타난다. 가장 취약성이 

악화한 영역은 ‘연구개발’(17%→34%)로 나타났고, 뒤이어 ‘마케팅/영업 미흡’(41%→52%), 

‘재무/세무 관리 부족’(33%→39%), ‘규제 및 법령 변화’(4%→11%)로 인한 어려움이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영역들은 취약성 수준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 특

히, 기업경영의 핵심 업무인 ‘재무/세무 관리’ 영역의 어려움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영역은 이미 전통적으로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는 영역이기는 하나, 재창업자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점

이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재창업자에게 있어 현실적으로 ‘재무/세무 관리’ 영역

에서의 경험을 통한 역량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오히려 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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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은 경영자로서 ‘연구개발’이나 ‘전략적 판단’ 등의 영역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세무 관리’ 영역에 신경을 쓸 여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5)	역량	강화	필요	분야

재창업 기업인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분야는 ‘판로개

척 및 영업지원’, ‘마켓 리서치/컨설팅 지원’, ‘특허 리서치/컨설팅 지원’, ‘법무 지원’, ‘브랜딩 지

원’, ‘재무관리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분야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 영역에 대한 수

요가 높은 것은 재창업 기업인들이 매일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재창업 기업인 향후 지원강화 필요한 분야(n=82)

이상의 분야들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해결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도

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야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창업 기업은 

인적·물적으로 영세한 상황이고, 재창업 기업인 역시 기업경영 경험이 축적되어도 개선되

는 역량이 있고, 개선이 어려운 역량이 있다. 마켓이나 특허리서치, 브랜딩, 법무와 같이, 사

업 현실에서 풀어야 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한꺼번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란 쉽지 않다.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도 기업의 자생력 향상에 체감적으로 도움이 되

고, 재창업 생태계 속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기능별·기능 간 유

기적 지원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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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창업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

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교육 및 컨설팅’, ‘자금지원’, 

‘조세 및 인프라 지원’, ‘협력 네트워크 지원’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해보면 상당한 숫자의 지

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범정부적 재창업 지원사업 현황

그러나 재창업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사업 현황은 자금 관련 사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Ⅱ-18). 융자, 성공패키지, R&D 지원사업 이상 3개 부문, 즉 필요자금 

조달과 관련된 내용에 절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재창업 기업인들의 경우 자원결핍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태에서 재창업을 하

는 관계로 자금과 관련된 사항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운영 경험이 축적되어 취약성이 개선된 영역이 있는 반면, 연구개발, 

마케팅/영업 역량, 재무/세무 관리 등 취약성이 더 악화되거나 어려움이 더 커진 영역도 존

재한다. 기업의 자체적인 사업역량 강화가 외부요인의 급변이나 어려움에도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 지원정책의 초점은 기업의 자체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 생존력 강화에 맞춰져야 하며, 재창업 기업 또한 스스로 부족한 영역에 대해 지

원사업 참여에 적극성이 요구된다.

영역 교육	및	컨설팅 자금 조세	및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

지원		

사업		

내용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	캠프	

•	K-Global	Re-

startup	컴백	캠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사업전환	지원

•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정리	컨설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사업

•	K-Global	ICT	

유망기술	개발지원	

재도전	분야

•	재도전기업	연계	

공공기술화

•재창업자금(일반)

•	사업전환	지원	

(업종전환,	업종추가)

•구조개선	전용자금

•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엔젤매칭펀드(1:2)

•재창업지원	펀드

•	성장	사다리	

재기지원	펀드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	중소·벤처기업	

자사거래	중개처

•	신용정보	불이익	

해소

•	재기중소기업인	

조세	지원

•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재기기업인	

법인카드	발급	및	

자동차	리스	지원

•재도전중소기업협회

•	재기	중소기업	

경영자	힐링	캠프

•	K-Global	Re-

startup	컴백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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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기업인의 정부지원 사업 참여 현황

나. 정부 요인

1)	재창업	지원	관련	정부의	본질적	역할

재창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해야 할 본질적 역할에 대해 재창업 기업인들과 

일반 기업인들은 첫째로 ‘자금 규모의 확대’, 둘째로 ‘관련 제도와 법률의 개선’, 셋째로 ‘지

원기관 및 창구 일원화’ 등을 꼽았다. 특히 자금 규모의 확대와 관련하여 재창업 기업인들

은 82%가 응답한 데 반해,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9%만이 응답하여 9배 정도의 격차

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관련 제도와 법률의 정비’ 그리고 ‘지원

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20% 이상이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미미한 수준

으로 나타나 정부가 행해야 할 본질적 역할론에 있어 상당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면조사를 통해 이러한 인식차이의 배경을 살펴본 결과, 지원기관 종사자의 경우 

재창업 관련 업무를 성과와 위험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복잡성이 높고 부담스러운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인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이를 통해 지원창구가 

범정부적 관점에서 단일화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

를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창업 관련 정부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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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재창업	기업인	평가

재창업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n=184), 재창업 지원사업의 필요성(4.8

점/5점)과 효과성(4.1점/5점)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창업 기업인들

에게는 가장 유효한 재창업 활용 수단이자 경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전

반적인 만족도의 수준은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3.6점/5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융자자금의 수요 수준 대비 지원 금액의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

해 실제 재창업 과정에서의 유용성에 애로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소요 금액 대비 집행 금

액의 비율은 평균 53%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융자자금 적정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첫 매출 예상 소요기간은 평균 18.7개월, 손

익분기점 실현예상기간은 평균 27.5개월로 나타나, 당연하게도 첫 매출 발생까지의 향후 

예상 소요기간에 비해 손익분기점 실현 예상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재창업 기업인들은 

융자자금 적정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을 늘리기를 희망하였다.

융자자금의 상환 기간 그리고 창업진흥법상 적용되는 창업 후 기간 적용의 사각지대

가 발생함 또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업종과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기업의 특성

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음을 피력한 사항이다.

재창업 과정에서의 효율적 대정부 관계는 ‘기회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종합적 

일괄 지원’을 기대하나 현실은 분절적·비연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재창업 지원사업의 ‘지원-심사-평가-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이 보다 합리성

과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기초로 전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이용만족도는 ‘3.4점/5점’으로 평가되었다. ‘불만족’은 아니

지만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도 아닌 ‘보통’ 정도의 평가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이용만족

도를 평범하게 만드는 주요인은 ‘유관기관 업무연계’, ‘지원신청부터 신청결과까지의 처리

속도’, ‘홈페이지 문의 및 지원신청 등록의 용이성’,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지원정보 이해의 수월성’ 등으로, 이상의 요인들에 대한 이용자 경험 개선이 필요하다.

재창업 기업인 입장에서의 재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실패 또는 폐업 경험을 지닌 재창업 기업인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나 경로는 정부와 공공 영역에서 행하는 재창업 지원사업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다. 둘째, 유일한 대안 수단이

자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창업 기업인들 또는 폐업 기업인들이 이와 같은 재창업 

지원정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나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셋째, 언론이나 

정부에서 홍보하는 내용과 달리 업무 접점 창구에서 접하는 내용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 

또한 일선 창구 담당자의 호의적이지 못한 태도와 관계 설정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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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창업	지원	관련	지원기관	종사자	관점의	제약요인

재창업 지원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의 경우, 재창업 기업들이 지니는 구조적 제약

사항과 취약한 자원 기반으로 인해 융자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부실화 발생 가능성 등 위

험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사후적 지원보다 사전적 예방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더욱 유

의미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법률적 기초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 업무 자체가 소극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재창업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적 근거가 여전히 부족한 관계로 적극

적인 역할 확대가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재창업 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적 토대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리고 부실기업의 예방, 부실정리, 회사정리, 그리고 재창업 지원까지 일괄 대응할 

수 있는 공적 기구로 새롭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

4)	재창업의	성장·제약	요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창업 지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성장이 독려 되는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요인이 함께 존재함으로 인해 성장 

발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종합하여 정책, 제도, 사업 관점에서의 성장요인과 제약요

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장요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창업에 관

한 관심도 증대와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관련 예산

의 증액 및 편성 확대가 요구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범정부적으로 준용하여야 

하며, 간이회생제도, 회생전담 법원 등의 도입, 통합도산법의 개정 등이 요구된다.

사업 관점에서는 재창업 지원 관련 사업의 범정부적 확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참여 확대, 기존 융자자금지원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보조금 및 비 자금 지원사업의 확대

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약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

이 ‘부실예방-부실정리-법적회사정리-재창업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

합전문 기구가 부재하다. 또한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이 미흡하므

로 이의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기구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우

리의 제도적 여건을 한층 더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기업 활동의 기본법인 ‘회사법’ 정비가 미흡하여 주식회사 대표

자의 연대보증 및 제2 납세의무 등 관련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지원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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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특수성, 즉 재창업 기업인의 기반 취약성을 수렴한 지원기관 및 지원사업에 대한 법

률적 근거가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회사법’의 단행 법제화가 요구되며, 이상에서 언급

한 제도상의 괴리가 존재하는 이슈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 관점에서는 현재 ‘보조금-융자금-투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적 연계구

조 구축이 부족하다. 그리고 비 자금성 지원사업이 자금지원사업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구조 역시 미흡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분절적이고 분산되어 있는 제반 정책들

을 통합적이고 연계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 구축이 요구된다.

다. 기타 요인

1)	이해관계자별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차

아래 그림을 보면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별로 인식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창업 기업인들과 일반 기업인들의 경우, 세부 지원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재창업자금 지원’, ‘기관의 연계지원’, ‘R&D 지원’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사전적 기업 부실화 예방’, ‘컨설팅 및 멘토링’, ‘법률지원’ 

순으로 그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재창업 기업인의 경우 직접 이해 당사자이

며, 지원기관 종사자의 경우 지원 활동과 위험관리 활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 3자적 위치

에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별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인식 차

특히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61%는 재창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필요

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27.4%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

우도 12%에 달했다. 즉, 지원기관 담당자의 40% 정도는 재창업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

해 스스로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

로는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 양산’(47.1%), ‘도덕적 해이’(34.3%)가 꼽혔다. 또한 ‘기업 활동

은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야 하기 때문’(17.1%)이라고 보는 본질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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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보았을 때, 지원기관 내부자들 사이에서도 재창업 지원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의 해결, 즉 정책의 철학적 근간과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확립

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원칙과 

프로세스를 정렬시키지 않으면 지원기관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재창업 기업인들도 이제

껏 지적해온 문제점들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창업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견해(n=117)

2)	‘실패’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변화

이해관계자 모두가 기업 활동에 있어 실패는 ‘상수’라는 부분에 대해 같은 관점과 인

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의 주요선진국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사항이 

바로 본 내용이다. 구체적 정책 사업 내용보다도 이와 같은 관점과 인식에 대해 상호 이해

를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창업 지원에 대한 

실효적 대응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3)	융자	위주	자금지원방식

재창업 지원 목적의 보조금·융자·투자 유형별 참여 상황을 보면, 응답자의 86.9%

가 재창업자금(융자)을 받았고, 금액도 총 134.7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20.1%는 

재창업 사업화 보조금의 도움을 받았는데 총액은 11.9억 원으로, 이는 재창업자금(융자) 

134.7억 원의 약 9%에 해당한다. 반면 재창업 전용 R&D 보조금 및 재창업 전용 투자펀드

로부터 도움받은 경우는 각각 13.1%, 6.1%로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재창업 지원사업별 참여상황(n=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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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주기가 짧은 융자 방식은 재창업 기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정확한 기술가치 평가 기반으로 보조금 및 투자 방

식의 지원 확대를 통해, 재창업 기업인들이 다양한 자금조달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해외의 재창업 정책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사례

가 국가적 측면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로 도출되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재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적 성장을 위한 정책·제도의 보완 및 신규 사업의 개발과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재창업 정책 사례에 대해 단순히 지원사업 관점만이 아

닌, 보다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반 정책의 배경, 즉 

관점 및 철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 제도 및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들 간의 정합성 유지의 중요성 차원에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사례로 영국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으며, 제약적 사례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우리의 현재 환경과 문화적·제도적으로 간격이 큰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차이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영국의 사례

1)	영국의	The	Insolvency	Service

기업실패에 대해 ‘상수’와 같이 간주하여 지원정책을 펼친 주요 국가 중 가장 효과성

을 얻은 국가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2001년 설립된 The Insolvency Service 라는 기구

를 2013년 확대 개편하여 ‘기업의 부실 예방 - 발생 부실의 대응과 관리 - 법률적 회사정

리 - 재창업 지원’을 일괄 대응 및 지원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영

국은 기업부실 및 파산 정도가 최근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영국의 재창업 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The Insolvency Service

는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사업·에너지·산업전

략부, 우리의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법무부(회사법 기능)-교육

부(평생교육 기능) 등이 망라된 대부처) 산하의 정부 공공기관이며, 법률적 근거(The Inso

lvency Service Act 2000)에 기초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제한적 업무 형태를 취하다가 

2011년 데이빗 캐머런 총리의 ‘Startup Britain Initiative’의 구현 방향으로 조직과 업무 

범주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영국 전역 22개 지역에서 1천 7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우선 본 기구의 설립을 통해 영국의 기업부실 발생 현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은 2008~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심각한 실업률 

4.

해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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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창업촉진 정책을 펼쳤다. 이때 이전 금융위기 시 기

존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경영이 부실해질 때 이의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하였기에 

창업촉진 정책을 펼치며, 기업실패를 최소화하고 또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성

의 정책 대안을 찾고 실행하였다.

 영국의 최근 30여 년간 기업부실 발생 현황

*영국	정부	The	Insolvency	Service,	Annual	Report	2016

기업부문의 부실 정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지급불능(insolvency) 상태에 이른 현황

은 198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2015년 기준). 또한 강제 청산의 경우는 198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채권자에 의한 청산은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

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같은 기간 영국의 법인 창업은 2011년 창업촉진 정책에 의해 매년 영국 역사상 최고 

수준을 갱신하여, 현재는 연간 60만 개 이상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인구 약 6천 

5백만 명에 법인 창업이 연간 60만 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구 약 5천만 명 대비 

연간 약 10만 개의 법인창업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 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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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인 창업이 우리나라 대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회사법(Com

pany law)’이 우리와 차이를 보이는 데 기초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업 실패율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기업형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유한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회사유형을 세분화하였다. 특별히 ‘조합회사(Cooperative company)’를 

회사법상 회사의 한 유형으로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의 실현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즉, 발생한 부실이나 실패에 대응하는 사후적 정책이 아닌, 사전적 정책과 제도의 

개선 활동을 먼저 살핀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Insolvency Service로 대표되는 영국의 재창업 정책의 특징을 3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주기적	종합	정책	대응

영국의 The Insolvency Service는 2001년(The Insolvency Act 2000) 설립하여 상

위 주무 부처로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를 두고 개

인 및 기업에 대해 ‘부실예방’, ‘부실관리’(채권-채무자 조정기능 포함), ‘법적정리’(청산, 파

산, 면책 등 권한 보유), ‘재기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 기구는 아래의 설명과 같이 해당 기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다.

•  We are a Government agency that helps to deliver economic confid

ence by supporting those in financial distress, tackling financial 

wrongdoing and maximising returns to creditors.우리는 재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재정적 오류를 다루며, 채권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적 자신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해당 조직의 설립 배경과 정체성을 경제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신감(Economic confi

dence)’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 The Insolvency Service의 역할과 기능

*영국	정부	The	Insolvency	Service,	Annual	Repor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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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자	이해관계에서	정교한	균형관리

본 기구는 부실예방, 부실관리, 법적정리, 재기지원의 4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다루

며, 특히 채권·채무 조정기능과 법적 정리 기능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채권자·채무자’ 모

두의 관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에서 직접 개입하여 조정·중재 활동

을 펼친다는 것은 실제 실무 이행관점에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를 기초로 

법률적 회사정리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는 것 역시 이해관계의 복잡성 문제로 인해 상당

한 부담이 가중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기업의 부실화와 실패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 균

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과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 및 채권

자 모두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The Insolvency Service는 이들의 관점에서 고객(채권자·채무자)들의 

실효적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체계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있다. 먼저 이해관계자의 유형

을 세분화하고, 이들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이해관계자별 필요 업무 

프로세스들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한다.

영국 The Insolvency Service의 이해관계자 만족도 관리 프레임

*영국	정부	The	Insolvency	Service,	Annual	Report	2016

③	선제적	기업실패의	예방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각 지역 행정기관으로부터 기초적인 ‘표준사업개시절

차’를 안내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비즈니스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

이나 위기 발생 시 본 기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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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에 소재한 22개의 지역별 조직은 사업체들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

여 기업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본 기구를 활용할 것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제적 기업실패를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지난 80

년대 말과 2008년 금융위기 시 실패한 기업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회복의 조치를 취하는

데 각 경제주체 및 국가 차원에서 각각 부담해야 할 총량 실패비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경험한 데 기초하고 있다. 2011년 캐머런 총리가 본 기구를 확대 개편하면서 가장 중점적

으로 시행한 사항은, ‘선제적 기업실패 예방 인프라의 구축’에 있었다.

선제적 기업실패의 예방은 특히 채권채무의 조정 및 법률적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

서 앞 단계에서부터 관련 내용을 이해관계자 간 상호 이해를 갖고 있기에 강제로 청산절

차를 진행하는 비율을 대폭 낮추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이래 매우 낮은 수준의 강제

청산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파산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유럽연합에서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도산과 실패 그리고 재창업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다룰 사

안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유럽연합 각 회원국이 준용할 것을 권고하여 아일랜드에서

는 유사한 성격의 전담기구를 도입하여 종합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

스 역시 ‘부도예방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설립하여, 기업의 부실과 실패를 선제적으로 예

방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 역시 전방위적 기업실패의 예방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EU의 The Second Chance Policy의 주요 내용

•EU의	정책제안

회원국들은	‘예방	→	파산	후	재창업	기회	제공	→	법정	밖	화해	→	법정절차’의	순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개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a)	정직한 기업가에게는 3년을 상한으로 자동적으로 채무면제 및 조정을 한다.

b)	정직한 파산과 부정직한 파산을 구별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c)	중소기업들의 기업재생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법규를 만든다.

d)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들이 법정 밖 화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	법정 파산절차는 전문판사가 담당하도록 한다.

f)	EU는 회원국 간에 정보와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교환한다

•각국의	정책	사례

•	영국	:	비권위적이고 간편한 관리명령절차를 통해 실패기업의 정리 간소화 (The Insolvency 

Service), 대학기반의 기업가센터를 통한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	독일	:	유럽지역개발기금(EDRF)에서 재무위기 기업에 컨설팅 비용 지원, 재창업 기업 

포털사이트 개설로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기경보 시스템 제공

•	프랑스	:	‘부도예방센터’ 개설로 전문가 자문을 무료 제공, 공적보험을 통해 조기 채무조정 기업의 

법률자문 및 중개비용 보전

•	네덜란드	:	도산위기기업에 은퇴한 경영·재무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 제공

•	벨기에	: 법원에서 정직한 파산자를 구분하여 기업인과 배우자를 모든 잔여채무에서 분리, 

독자적 재무진단 심사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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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영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기업가적 혁신 활동에 있어 ‘실패’가 ‘상수’라고 한다면, 이를 국가 차원에서 선제

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관리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명한 이해와 철학

을 정립하였다. 이는 앞서 두 차례의 심각한 기업 부실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따른 학습효과를 반영한 사항이다.

둘째, 실효적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부실예방-부실관리-회사정리-재창업’이 일괄 

지원될 수 있는 종합기구의 성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재창업 지원 단계에서도 해

당 기업인과 사업 활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재창업 기업인과 정부 

차원에서 그 실효성을 상호 배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셋째, 업무수행의 범주 그리고 복잡성과 요구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해 본 기구는 법

률에 근거하여 조직화 되어야 하고, 인적 운용의 관점에서도 이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 

특히 채권·채무의 조정과 법률적 회사의 정리 관련 사항을 직접 수행하는 형태가 되기 위

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넷째, 이해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정교한 기구의 운영 및 업무 프

로세스 그리고 평가관리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The Insolvency Service에서 중요하게 

관리하는 성과 지표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얼마나 빨리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실제적 문제 해결이 되었는가를 제3자를 통해 조사·평가·분

석·보상 및 인사상 반영하는 일련의 내용을 필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미국의 사례

1)	미국의	재창업	생태계	현황

미국은 창업 활동이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나, 혁신주도형 경제국

들의 평균 대비 높은 사업중단 비율(Business discontinuous rate)을 기록하고 있다. 미 

테네시대학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창업 후 1년 안에 폐업하는 기업의 비중은 25%

이며, 10년 안에 문을 닫는 기업은 무려 71%에 달한다.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창업실패를 포함해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로는 자금조

달 문제가 18%를 차지했으며, 이는 경쟁국 평균인 1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벤처캐

피털 등 전문투자자들의 경우 주로 고성장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대부분의 창업가

들은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과 거리가 있으므로, 초기 단계 기업이 전문 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조달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 중소기업청(SBA)은, 미국에서 파산 신청 경험이 있는 기업과 기업인의 경우 대출

을 거부당할 확률이 24%나 높고 이자율도 최소한 1% 이상 높게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하

였으며, 창업실패기업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새로운 대출 확보 과정에서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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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 규모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

원 20명 미만의 기업과 50인 미만의 기업은 각각 평균보다 0.7%와 0.4%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기업 활동에 있어 창조적 혁신의 결과와 실

패에 대한 관용은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는 철학하에 ‘기업의 실패’는 ‘기업가의 실패’가 아

닌 ‘투자자의 실패’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기업가적 혁신 활동은 ‘실패’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 즉 ‘실패의 상수화’를 전제로 하고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주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높아 투명한 경영이 이뤄지는 환경적 특성 하에 경

영위기 상황이 사전 노출되고 최종 도산 이전에 사전적으로 Capital Market 기반의 문제

해결이 이뤄지는 구조이다. 부실기업은 낮은 가치와 우발적 채무 등의 이슈가 낮다는 점에

서 매력적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어, RF Asset 대비 10% 이상의 수익률, S&P 500 

index 수익률 대비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수익 실현을 위한 메커니

즘이 구성되어 있는 점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투자

자들에 의한 Buyout Fund가 활성화되어 있고,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

는 노련한 전문 경영자,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률가 및 회계사

(Law & Accounting Firms), 장기 고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Turna

round Funds),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문제해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 등이 그

것이다.

기업실패와 재창업을 둘러싼 미국의 법제적 환경을 살펴보면, 회사법(또는 기업법)

을 통해 기업 활동에 따른 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사(법인격)를 ‘유한책임성

(Limited liability)’에 기초하여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도 상장(또는 기업공개)이 가능한 범주의 주식회사와 비상장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

사로 이원화하고 있으며, 주식회사는 유형과 관계없이 ‘물적회사’라는 고유의 원리에 기초

하여 연대보증이나 제2납세 의무를 대표자 또는 대주주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

고 있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서 실패하더라도 ‘인적회사’인 ‘유한책임회사’ 등의 경우는, 각 

소유주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한 책임을 지니게 되며,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

가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법제적 환경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장기능에 의해 기업의 실패

와 재창업이 관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자를 역임하다가 우리와 같이 실

패하게 되면 회사가 지니는 채무를 개인이 연대하여 책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

로 전락하는 경우는 미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단지 개인의 사적 생활 

영역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상 주식회사 대표자가 이에 대해 의

무를 부담해야 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

미국의 재창업 지원 체계를 관통하는 원칙은 크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천재지변 등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기업실패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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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체계를 친기업적 관점에서 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유지한다. 

셋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대응될 수 있도록 기초 환경을 정비한다. 이는 엔젤투자 활성

화를 통해 초기 창업 때부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M&A

를 활성화하는 등의 제반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2)	미국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 현재 우리의 재창업 생태계와는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간격이 너무 

큰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법·제도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의 재창업 지원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파산법(Bankruptcy code)

을 통해 실패자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재창업 및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

원한다. 두 번째는 기업재생경영협회(TMA)의 기업재생 비즈니스(Turnaround busine

ss)를 통해 기업재생 컨설팅 및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 재기지

원자금(ARC, American Recovery Capital)제도를 통해 실패를 극복하고 재창업에 나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①	파산법(Bankruptcy	code)

미국의 파산법은 9개 장(1, 3, 5, 7, 9, 11, 12, 13,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 

3, 5장은 총칙에 해당하는 조항들이고, 개별 파산제도를 규율하는 내용은 7, 9, 11, 12, 13

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중 제7장은 청산절차를, 제11장은 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의 ‘청산절차’의 경우, 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하면 소속 주에서 인정하는 필수면제 

자산을 제외한 여타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여타의 채무는 모두 탕감받

기 때문에 ‘프리 스타트(Free start)’ 절차라고 불린다. 중소기업은 제7장에 기초한 파산신청

에 의해 청산 절차를 행하는데, 압류제외 재산에는 연방통일 기준과 주 기준이 있고, 채무자

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파산법 개정을 통해 제7장에 의한 파산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제13장에 의한 파산신청절차(수입 있는 자의 파산신청절차) 이용을 

늘리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심사절차를 강화하였다.

제11장의 ‘회생절차’는 채무상환의 의사가 있으면서 채무상환기간을 늦추거나, 장래 

수익에서 채무상환을 통해 사업재생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회생절차보

호신청 내용은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자관리인으로서 자기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절대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규

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고 그 채무

액을 감축하기도 하며 때로는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기도 함으로써, 실패기업인이 실패자

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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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재생경영협회(TMA)와	공인기업재생전문가(CTP)	제도

기업재생경영협회(TMA, Turnaround Management Association)는 미 시카고에 

본부를 둔 부실기업재생전문가 국제민간단체로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변호사·회계사·금융컨설턴트·투자은행·파산전문가·정책입안자 등 4천여 명의 전문가

가 활동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파산 및 재생에 관한 지식과 아이디어, 방법론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여 회생전문가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재생경영협회는 1993년 공인기업재생전문가(CTP, Certified Turnaroud Profe

ssional)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창업 및 경영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기업의 생존 가능성

을 파악한 후 기업회생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제도이다. 민간 펀

드, 민간 전문가 활용, M&A 등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재생을 채택하여 비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기업재생 컨설팅 및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

재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호주, 일본, 남아프리카 등 32개국으로 확산되어 

활용되고 있다.

③	미	재기지원자금(ARC,	American	Recovery	Capital)	제도

미 재기지원자금(ARC, American Recovery Capital)제도는 ‘중소기업 회생을 위

한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2009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금융

시책으로 200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생존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만 5000달러까지 융자해주어 최근 6개

월간의 채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구제자금으로, 재창업 기초자

금 지원에 주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미 중소기업청(SBA)의 100% 보증을 통해 무이자로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제공되며, 과거 영업이익을 냈으나 현재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SBA의 전액 보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SBA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금융기관만이 ARC를 취급할 수 있고 SBA와 파트너십이 없는 금융기관들은 SBA

와 파트너십을 맺은 후 ARC 융자를 할 수 있다.

ARC 대출보증 시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활동한 업력이 있어야 하며, 매출

이나 순익 감소 혹은 비용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상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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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사례

1)	일본의	재창업	지원	정책

일본의 재창업 지원 정책은 주로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원제도

로서 크게 재창업 보증제도와 재창업 융자제도를 통해 재창업 기업인 및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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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을 시작하

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자 또는 두 달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보증을 신청할 경우, 과거 폐업한 사업에 대한 빚

이 있고 회생 전망이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윤준 외, 2012).

재창업 지원 융자제도는 한 번 사업에 실패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인

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창업기업으로 

폐업경력이 있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법인이고, 폐업 시 부채가 새로운 사업에 영향을 주

지 않을 정도로 정리될 전망이 있는 자, 폐업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이다. 대출기관은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사업부, 오키나와 진흥개발금융공사의 국민생활사업부이

다. 대출한도는 일본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사업부가 7억 2,000만 엔, 국민생활사업부

가 2,000만 엔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형 기준금리를 취하고 있으며 최초 2년 동안은 

0.3%이며 이후 성공판정결과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고정금리형은 거

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시설자금 15년이며, 운전자금은 7년 이내, 성공불 융자형은 거치

기간 2년을 포함하여 7년 이내이다(이윤준 외, 2012).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지원 중심의 지원정책, 특히 장기간의 융자 프로그램은 오히려 

기업인에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일으키게 되고, 한계기업의 정리를 연장시키는 형태로 귀

결되어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2)	일본의	재창업	지원	사업과	문제점

일본은 중소기업청－지방정부－지역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2003년 ‘중소기업재생

지원협의회(민-관 협의체)’를 발족하였고, 본 협의회는 금융기관 및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재생전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 운영하여 부실화 된 중소기업의 재생을 입체적

으로 실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 같은 개념이다.

2013년과 2015년을 거쳐 본 기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형태로 변형·축소 운

영되고 있다. 경제산업성 주도하에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고 있

으며, 지역별로 본 협의회를 설치하여 위기기업 예방 및 관리, 재기 지원 활동을 담당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재창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을 행한 바 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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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몇 번이고 재도전(“再 Challenge”)이 가능하고, 승자와 패자가 고정되지 않는 

사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재창업 지원책의 실효성,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관련 정책지원 사업들이 전개되었다.

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

먼저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장기 디플레이션 등에 따른 취업

난,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을 장려하며 특히 ‘프리터 족’ 등 장기 미취업 및 취

업 포기자, 그리고 실패 기업인들의 재창업 장려 활동을 전개하였다. 국민운동으로써 기

회의 균등화 활동을 펼쳤고,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화 활동 장려, 복선형 

사회화 장려를 통한 은퇴자 및 실패 기업인의 새 출발을 돕는 지원 활동 등을 국민운동 차

원에서 전개하였다.

②	재창업	지원	촉진을	위한	제도·사업	도입

또한 ‘지역재생법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기부에 의한 재창업 지원을 촉진한 바 있

으며, 우수사례의 확대와 보급을 목표로 재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적, 공로가 있는 개인 또

는 단체에 2007년부터 총리대신 표창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2006년부터 ‘실패기업인 재창업 자금 융자사업’이 시행되었

으며, ’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직접 피해로 폐업한 기업에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 적용한 

바 있다. 융자상한 최대 7.2억 엔, 이자율은 기준금리(일본 0.1%)를 적용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설비자금의 경우 최대 15년, 운전자금 7년)하였다.

③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노력

중소기업 도산방지 공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거래업체의 도산이나 경영위기 발생 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어 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전개한 융자 및 공제

제도 확대를 통한 재정지원 정책들은, 연대보증제도 및 기존채무 단절을 위한 방안, 기회

주의적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장치의 미비로 재창업 기회확대 성과는 미미하고, 도

산기업은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6년 재도전지원종합대책을 발표 이후, 영국의 The Insolvency 

Service와 유사한 성격의 ‘기업재생지원기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재창업을 종합적이

고 입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실효적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본 기구는 해산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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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재생기구의 거버넌스와 역할

*일본	중소기업청

일본의 기업재생지원기구(2009년)는 예금보험공사 및 중소기업협회가 5년 한시 특

별법에 기초하여 공동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공적 신용공여 기능과 함께 

제도적 지원을 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기초로 ‘시장 메커니즘 기반 재창업 지원’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결과, 5년이 경과한 후 연장

되거나 새롭게 역할과 기능을 달리하는 대신 해산(2013) 후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에 

흡수되었다.

원인으로는, 먼저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성격으로 경영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수익화 모델’에 대한 이해관계자(정부와 기업) 간 시각 차이와 이해관계 조정이 충분치 못

하였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재생을 위해 자원(자금)이 투입되고 유의미한 형태로 수익화

될 수 있는 확률도 낮으며, 그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즉, 효율성과 생산성

의 문제가 ‘시장 메커니즘’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그 수준을 충

족하지 못하였다.

경영을 맡은 기업 측 관계자의 경우, 일정한 수익화를 위해 대기업의 재생을 소수 수

행하여 ‘포트폴리오 경영’을 해나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JAL 등 대기업을 본 사업에 참여

시켰다. JAL의 경우 성공적 회생이 되었으나, 이를 위해 본 기구 차원에서 상당한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는 관계로 원래의 설립 취지인 중소기업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데 제약이 

발생된 것이 본 기구가 성과 없이 마무리된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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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재생기구의 운영체계

*일본	중소기업청

현재 일본의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는 과거 우리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단, 기존 우리의 제도와 차이점은 기업구조조정펀드

(CRF)를 구성할 때, 지역별로 ‘금융기관-지방정부-중앙정부-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출

자할 수 있도록 이를 독려하고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즉, ‘시장 메

커니즘(부실기업 투자, NPL)’에 의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가 위험을 분

산하는 구조이다.

3)	시사점

일본의 재창업 지원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재정지원을 통한 기업실패 지원 및 재창업 지원, 둘째, 공적 기구에 기반하여 

시장 메커니즘으로 기업실패와 재창업 대응, 셋째, 이해관계자의 분산적 참여로 시장 메

커니즘 기반의 문제해결을 통한 위험 분산 방식이다.

일본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다양하게 펼쳤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는 복

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재정지원 중심의 접근법을 취한 데 있다.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구분 없이 시

설자금 15년, 운전자금 7년의 상환기간 책정, 소요 자금의 100%까지 지원, 그리고 기준금

리 수준의 이자비용을 책정하여 재정지원을 한 결과,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

하고 한계 기업들이 정리되지 못함으로 인해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고용의 유지 차원에서 한 재정지원 정책이 오히려 더 부담을 가중하는 

형태로 귀결된 것이다.

둘째, 재정지원 정책(융자 및 보증)이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되는 관계로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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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또는 재생 가능한 기업이 ‘시장(재창업 전용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나오지 않아 

투자 기능을 통한 ‘시장 메커니즘 기반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 정책적 의도와 추진 방향이 

부실화되었다.

셋째, 현재의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경우 대상 기업의 채권자 및 채무자 이해관

계 자체가 복잡성을 지니는데, 이와 관련된 투자펀드 역시 각 지역 단위로 복수 출자로 행

함으로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가중되는 구조이다. 즉, ‘시장 메커니즘’도 형성되지 않고, 활

동의 ‘생산성’도 확보되지 못하는 구조이다.

일본 사례의 시사점과 영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부차원에서 행해야 할 역할은, 

첫째, 선제적 부실의 예방과 균형적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부실의 관리, 둘째,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정리 절차를 통한 이해관계자 간 예측 가능성의 증대, 셋째, ‘투자기반-시

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반

면, 직접적 재정지원 일변도의 정책은 정책적 기대와는 다른 형태로 변이될 개연성을 내포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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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법(기업법)의 단행법제화

회사법(Company law) 또는 기업법(Corporate law)은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

본법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회사의 유형과 유형별 기본원리, 소유 및 지배구조, 

조세체계, 도산 및 청산, 회사정리 등과 관련한 전주기적 기본법들이 구조화되어야 한다.

주요 비교대상국 중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

하여 준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일본이 회사법을 상법으로부터 단행법

전으로 분리시키는 흐름에 따라 회사법 단행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그

러나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였고, 2014년 법무부에서 한국상사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회사법제의 국제간 비교 연구를 통해 다시 회사법 단행법제화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상법 3편 ‘회사’는 민법과의 상충, 조세체계와의 

상충, 상법과 특별법과의 상충 문제 등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또

한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거리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분리 제정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회사법을 단행법전화 함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의 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법을 충실히 한다는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의 주식회사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는 법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현

행 상법체제하에서는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처럼 기업 활동을 제약

하는 주식회사 대표자의 연대보증 문제를 회사법의 단행법전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해

결할 수 있다.

둘째, 창업이나 사업 활동의 목적과 부합하는 최적의 회사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1.

재창업의	

정책적	제언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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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사업 활동에 따른 목적성과 총량부담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현행 상법 체제 하에서는 주식회사 일변도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신생기업

들에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운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재벌 대기업 

등에는 지배구조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는 허술한 법제적 기반이 되는 흐름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으로 하여금 법제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 회피적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재벌 대기업에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단

초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기업 활동의 기본법을 체계화하는 효과를 통해 기업생태계를 건전화시킬 수 

있다.

회사법의 단행법화 및 선진화는 개별 회사 유형별로 기본원리, 소유 및 지배구조, 

조세체계 등을 정합성 있게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특별히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상의 문제와 상호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입체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기업생태계의 건전성을 고도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회사법의 단행법전화는 이와 같은 효과가 기대되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하다.

회사법 관련 개선방안

첫째, 기존 상법에서 기업 활동 관련 법률을 분리하여 회사법으로 단행법제화가 필

요하다.

특별히 이때는 기존의 일본 상법에 기초하여 접근하기보다는 기업 활동 관련 법제환

경이 가장 고도로 발전한 영미법을 기초로 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 기준의 회사법제는 최

근 유럽연합과 중국, 그리고 인도 등 대국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

어, 회사법의 경우 전 세계가 유사한 흐름으로 가는 형태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이는 국

제간 투자 및 인수합병 시 거래비용의 완화 효과도 함께 지니게 된다.

둘째, 회사 유형에 대한 세분화 및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회사 유형으로는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

회사법	제정

•	상법에서	회사법을	분리	

단행법화	추진

•	2014년	법무부	검토완료

			· 한국상사법학회

•	기존	상법의	법리적	문제	

다수	상존

회사유형	세분화

•	개인회사(자영업)

•	유한책임회사:	활성화

•	조합회사(신설:	기존	

조합법에서	영리목적	기능	

분리,	기존	합명회사와	병합)

•	유한합자회사(기존	유한회사	

및	합자회사의	병합	-	미국	

모델)

•	주식회사(비공개형)

•	주식회사(공개형)

표준	규약	정립

•	회사	유형별	기본원리	및	

지배구조	법제화

•	회사	설립	전	회사법	및	

회사유형	선택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숙지를	위한	

절차	마련

•	각	산업/업종별	규제	일람표	

및	표준	사업개시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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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5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주식회사가 전체 법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이

며, 나머지는 유한회사이다.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 일 년에 수 건 내지 수십 건 정

도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의 경우, 중분류로는 우리와 같은 5가지 유형이나 

세부적으로는 11가지로 구분되어 각 사업 주체들이 각자의 기업 활동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적의 회사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영미권 국가에서 창업 시 가장 초기에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유한책임회사가 보편적 회사설립 시 선택하는 유형이 되도록 제반 

준용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합형 회사’ 유형의 도

입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와 같이 유한책임회사가 창업 시 지니게 

되는 보편적 회사 유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유한회사 및 합자회사를 병합하여 ‘유한합자

회사’를 신설하는 것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주식회사를 상장 전제로 하는 일반 주식

회사(공개형)와 비상장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비공개형)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

게 회사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비하게 되면, ‘유한책임회사’, ‘조합회사’, ‘유한합자회사’, ‘비공

개형 주식회사’, ‘공개형 주식회사’의 5가지 유형으로 재정비되게 된다.

셋째, 사업 활동 착수에 따른 표준 규약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법전에는 각 회사 유형별로 기본원리, 소유 및 지배구조, 조세체계, 도산과 청산, 

회사정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 설

립 전 최적 회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내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개별 사

업영역에 해당하는 각종 규제를 산업/업종별 규제일람표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표준 사업

개시 절차를 완비하여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SBA)에서 운용하는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가 이러한 표준사업개시절차를 안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NYC Business Solution Center'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더욱 세분화된 표준사업개시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나. 연대보증 문제의 해결

연대보증 문제는 회사 유형 중 주식회사에 한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경우는 ‘인적회사’ 또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혼합’이

라는 특성을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유형의 회사는 소유 비율만큼 과

세와 납세가 이루어지고, 그 책임 또한 소유비율에 따른다. 그러므로 해당 법인들이 채

무를 발생시켜야 할 상황에서 연대보증이 요구될 경우, 소유주는 각 소유비율 만큼 해

당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므로 기본적으로 한정근보증이 되는 유한책임을 지니

게 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물적회사’이고, 이를 기초로 한 유한책

임 기반의 기본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특별히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로서 실질적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을 상대로 한 연대보증의 경우, 법리적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의 상법과 민법, 나아가 세법과 형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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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규정하는 법률들을 채택하고 있다. 채권채무관계에서의 연대보증과 해당 주식

회사의 조세채무 및 행정 과태료 등에 있어서도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2 납세

의무 문제가 법리적 정당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들로 하여금 이익이나 보

상은 유한하고, 책임은 무한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

식회사 대표자들이 해당 회사를 사유화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념의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모럴해저드로 이어져, 금융회사 및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제약하기 위해서라도 연대보증이 필요함을 주장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

를 만들고 있다.

주식회사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필요성을 제기하는 금융회사나 채권자들의 입

장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 외에도,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할 경우 신용경색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을 위해서라도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연대보증은 1961년 금융환경이 열악할 당시 신용공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

어졌다. 1976년 신용보증기금이 만들어져 공적 영역에서 이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였고, 

이후 1989년 기술보증기금, 199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만들어져 공적·제도적 기

반 하에 신용공여 기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대보증제도는 1961년부터 1976

년 사이 1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할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최고·검색 항변권 없음’과 ‘부종성의 원칙 미적용’이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제도

로써, 불공정 거래 조약과 다름없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금융권(대부업)에서는 신용과 

담보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리는 올려 청구하면서, 위험은 연대보증인에게 전

가하는 불공정 거래를 합법적인 형태로 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과 기업환경의 현실

이다.

따라서 신용경색의 문제는 정부 및 공공 영역의 신용공여 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정부의 역할지대이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시장 실패의 보완 기능 차원에서 판단되고 

집행하며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민간 영역에서 불공정 시스템을 지속하

고자 하는 것은 시장의 균형원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결국, 주식회사 대표자의 연대

보증 문제는 기업 활동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회사법’을 단행법전화 하며, 이를 선진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본원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다. 인수합병(M&A) 등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기업생태계 순환

인수합병의 활성화는 기업생태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로서, ‘투자기반 확충’과 ‘스타트업의 성공사례 확산’의 관점에 있어 절대적인 핵심 전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업가 입장에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수확 실현의 주된 창구가 기업공개(IPO)가 아닌, 기존 기업 또는 투자회사와의 인

수합병(M&A)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영미국가에서 특히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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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많이 생겨나고,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져 수확을 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

는 이유에는 활성화된 인수합병이 이러한 흐름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미국가에서 21세기 들어 인수합병이 활성화된 표면적 배경에는 사내 벤처캐피털

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저 배경에는 가해자 입증을 전제로 한 강력한 징벌적 손

해배상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효과적 성장전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이 그 일

환으로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사람, 기술, 일감을 탈취하기보다는 거래를 통해 내부

화시키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 및 제재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내 벤처캐

피털은 금산분리 원칙으로 인해 재벌 대기업의 경우 적극적 사업 전개가 제약되는 상태

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성은 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을 절대적으로 빈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공사례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우수 인재의 

벤처 생태계로의 유입이 근본적으로 제약된 상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통

해 당면한 인수합병 문제의 제약 요인을 극복할 것을 제언한다.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첫째, 영미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산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주로 ‘제조물책임

법’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즉, 소비자 보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

침해를 당했을 시,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상생협력법, 공

정거래법 및 산업재산권 법령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분산된 법률적 토대는 피해를 

입은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제약되므로 결국 민법적 해결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피해자가 제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어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실

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상생협력법, 공정거래법 및 산

업재산권 법령을 통합한 영미식 실효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해자 입증-무고죄 적

용, 손해배상액 10배)를 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피해와 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상생협력법,	공정거래법		

및	산업재산권	법령을	

통합한	영미식	실효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가해자입증-무고죄	

적용,	손해배상액	10배)

•	직무발명제도	연계	정비

조세제도	정비	및

사내	벤처캐피털	활성화

•	인수합병의	다양한	사례별	

조세제도	체계화

•	사내	벤처캐피털	

(비금융기업화	분류)에	대한	

현금유보분의	자본화	및	

투자	손실에	따른	세제혜택

•	주식회사	정리	시	

조세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	

기준	마련

관련	펀드	및

전담기구	설치

•	‘벤처바이아웃펀드	(PEF)’에	

대한	모태펀드	지원

•	영국/아일랜드와	같은	통합	

전담기구(부실예방/

부실처리/회사정리/

재기지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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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관계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라, 이로 인해 대기업들은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

의 기술 또는 인재의 필요성으로 인해 이전의 ‘빼가기’ 방식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

불하고 협력을 하든지, 또는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이렇게 분산된 3가지 법에 실효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반영된 통합 법률안

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일감을 친인척 회사로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빼앗기’ 등의 여지도 대폭 줄일 수 있어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는 시장 

확대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등 3개 법의 통합과 실효

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피해-보상’ 기능과 ‘유효시장 창출’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조세제도 정비와 사내벤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전략적 행위들이 다변화되면서 인수합병 형태 또한 다원화되고 있다. 전

략적 제휴 및 투자 행위와 인수합병 간의 관계가 상호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현행 조세제도는 이처럼 다원화된 기업들의 전략적 행위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과세와 납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다.

영미국가의 기업들이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행위들을 펼치는 기본 토

대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사내 벤처캐피털(CVC)이다. 제반 조세제도의 경우도, 

CVC를 기초로 적용 및 준용되기에 기업들은 기존 기업 내에서 제반 전략적 활동을 

펼치기보다, CVC를 별도로 설립하여 전개한다. 이들의 활동 범주에는 ‘해커톤’ 지원

활동과 ‘인큐베이팅’ 기능과 같이 교육/인큐베이팅/액셀러레이팅/엔젤·벤처투자/사모

투자 등 기반구축 활동에서부터 직접적인 인수합병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

문적 역할과 기능을 담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현행 법제 환경에서 사내 벤처캐피털의 설립 및 운영은 가능하나, 

금산분리 관련 이슈들이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제약요인

이 존재한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의 사내 벤처캐피털을 비금융기업으로 분류하고, 이

에 대한 조세체계 및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내부 보유 현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

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 및 인수합병 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

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내 벤처캐피털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식회사 정리 시 조세채무 변제 및 이행 

책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신생기업의 경우, 성공하

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식회사 대표자 

그리고 사내 벤처캐피털에서 투자하여 대주주 지위를 지는 경우에 개별 주식회사의 

조세채무 및 행정과태료 등에 대해 제2 납세의무를 현행과 같이 강제적으로 규약화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수합병 차원의 조세제도 정비는, 첫째, 다원화된 기업들의 전략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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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사내 벤처캐피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과 연계

되어야 하며, 셋째, 회사 정리 시 발생하는 제2 납세의무에 대한 기준을 보다 실효적

으로 재정비하는 등의 사항들이 입체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벤처바이아웃펀드(벤처기업의 경영권 및 소유권 일괄 매수 전용 펀드) 활

성화 정책과 부실기업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최근 20여 년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인수 후 전략 재구축을 통

해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 자본적 이득을 취하는 ‘벤처바이아웃펀드’가 활성화되고 있

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기업 대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한 수확전략을 취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미스매칭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 대 투자사’ 간 인수합병이라는 보

완적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벤처바이아웃펀드는 다수 또는 복수의 스타트업의 

경영권과 소유권 일체를 매수하여 새로운 회사로 재조합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기

업가치를 창출해낸다. 따라서 기존 기업의 매수 활동보다 그 범주와 가치인정에 있

어 보다 적극적인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들은 매출이 없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나, 실적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실 스타트업들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함으로써 

벤처기업생태계의 새로운 출구 창구(exit channel)로서의 역할도 함께 감당하고 있

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의 성장 및 출구 창구 조성 관점에서 모태펀드 관련 영역에 벤

처바이아웃펀드의 고려가 필요하다. 과거 기업구조조정전용펀드(CRF, Corporate 

Restructuring Funds)의 기여 측면을 고려한 접근법을 통해 모태펀드와의 관계성

을 설정할 경우 유효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의 다원화와 전주기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실기업 및 기

업실패 관련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살펴

본 해외사례에서 영국의 The Insolvency Service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의 부실화 

예방, 부실기업 정리, 실패기업의 법적 정리, 재창업 지원 기능이 일괄서비스 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경우, 회사 창업도 역사상 최대인 연간 60만 개 이상

을 보이고 있고, 기업 부실화 부문도 최근 3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기업생태계의 질적 수준이 고도화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인수합병과 관

련하여 The Insolvency Service의 4개 부문 역할 모두가 상호관계에 있다. 기업의 

자산은 재무적 자산, 인적 자산, 기술 및 지적 자산의 형태를 지닌다. 기업이 부실화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산구조의 최적화 과정이며, 인수합병

이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 있어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발생한 부실기업의 

정리 및 실패 기업의 정리 시에도 같은 맥락에서 준용될 수 있으며, 재창업 시에도 기

존 기업 활동에서의 제반 자산 형태들을 인수합병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접근 경로를 찾을 수 있다.

부실기업 및 실패기업 처리 전담기구는 벤처바이아웃펀드와도 밀접한 상호 연관

성을 가지고 있다. 본 전담기구를 통해 벤처바이아웃펀드가 투자 또는 매수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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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할 경우, 공적 영역에서의 진단 및 실사를 행한 관계로 우발적 채무 요소가 발생

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낮아 총량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에서 벤

처바이아웃펀드가 활성화된 이유도 The Insolvency Service의 조직화와 역할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가. 재창업 지원사업의 포트폴리오 체계 정비

1)	현상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창업 자금 및 융자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재창업 기업

인에 대한 포트폴리오 체계 없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는 지원기관, 기업인 모두의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있어 제약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계형 폐업자에게 융자 중심의 자금공급 형태로 지원사업이 전개됨으

로 인해 2차, 3차 폐업 또는 실패 사례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실패 부담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각종 재창업 교육과정 등에 있어 한계형 영세사업을 운영했던 

기업인과 혁신형 기술 기반으로 기업형 규모의 사업체를 경영했던 기업인이 함께 편성되

는 등, 효과적인 교육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2)	시사점

이와 같은 획일적 기준으로 인한 효과성과 효율성의 제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창업 지원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폐업 유형별, 지원사업 성격별로 체계를 정비하여 운용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원사업을 자금지원을 기준으로, 비 자금 지원사업, 자금 지원사업, 복합 지원

사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재창업 기업인의 이전 사업의 폐업 또는 청산 원인을, 한

계형 폐업, 혁신형 폐업, 국제화 폐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재창업 지원사업의 포트폴리오 체계(안)

2.

시사점

지원사업	

포트폴리오
한계형	폐업 혁신형	폐업 국제화	제약

비	자금	사업
교육

(연속기업가정신)

교육

(연속기업가정신)

청년창업	멘토링

교육

(글로벌기업가정신)

청년창업	멘토링

자금	사업
보조금	프로그램

(마이크로	리스타트업)

연속기업사관학교

(재도전사관학교)

복합	사업

마이크로	리스타트업

(교육중심	보조금	기반	

사업화	프로그램)

R-TIPS

(TIPS	프로그램	내		

재도전	전용	운용사	선정)

R-TIPS+

(KOTRA	및		

무역보험공사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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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 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아직 재창업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창업

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가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회원 가입자 대상으로 교육수강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폐업 및 청산 원인에 따라 한계형, 혁신형, 국제화 제야형으로 구분하여 공통적

인 내용(연속적 기업가정신)과 개별 그룹별 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내 교육 전담 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간 교육과정들과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일련의 사항들을 전개하여야 한다.

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융자중심 자금공급 방식보다는 보조금 사

업화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현재 초도 창업자들에게 행하는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에 재창업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쿼터를 확보한 후 참여를 안내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융자를 통한 재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및 3차 실패를 예방

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혁신형 폐업을 한 경우에는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모델과 유사한 운용방식

을 채택하여, 가칭 ‘재도전 사관학교’를 설립 운용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어휘가 

주는 느낌이나 관점이 있으므로 ‘연속기업사관학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음).

복합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계형 폐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칭 ‘중진공 재창업 캠프’를 

전국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2주간의 합숙 교육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리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들의 경우 경제적 제약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교

육수당을 책정하여 본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수당 지급과 함께 교육 및 개념화 자금(보

조금)을 지급하여 후속 재창업 시 아이템을 선별 및 검증하는 과정을 가지는 개념이다.

혁신형 폐업자들 대상으로는 TIPS 내에 재도전 전문 운용사를 선정하고, 별도의 쿼

터를 확보해 운영하는 방식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재도전 전용 펀드의 의무목적 

투자비율이 50%로 설정되면서 재창업 기업인들에게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재원을 TIP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수의 재도전 전문 운용사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때 본 전문 운용사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되는 재원을 100% 목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약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 제약으로 인한 폐업자 대상으로는, 위에서 기술한 제반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KOTRA 및 무역보험공사와 연계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포트폴리오 체계를 기초로 재창업 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사

항으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창업 융자자금이 집행된 기업과 기업가를 대상으

로 한 업종별, 폐업 유형별, 재창업 유형별, 경영상태별 현상과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는 과

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경우 개별 포트폴리오별로 예상

되는 흐름과 결과를 정량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자원의 배분과 운

용계획을 보다 실효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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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정비

1)	현상

현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 조직이 아닌 관계로, 인사·

예산·전문기능 모든 면에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역할과 기능 또한 폐업이나 사업 실패 

후, 그리고 신용회복 등의 절차를 마친 후 관계된 일련의 내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

다. 반면 재창업 기업인들은 센터의 이름과 같이 제반 애로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대수준과 실행가능 범주 사이의 간

격이 크게 되고, 재창업 기업인들이 센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하게 되는 요인

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내 재도전종합지원센터 근무 기피 현상 또한 문제이

다. 업무의 복잡성이나 전문성 관점에서 높은 업무 부담을 지게 되나, 보상이나 평가의 정

도는 이와 비례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곧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

에 있어 재창업 기업인들의 기관 이용 만족도 저하와 연계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시사점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우선 법

률적 근거에 기반한 조직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 이름에 걸맞은 전국적 기반

의 전문적 조직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영국에서 2011년 The Insolve

ncy Service 조직의 역할과 기능, 법제적 기반환경을 대폭 변경하고 보강한 이후 나타난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반드시 법률에 기초한 조직이 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진흥공

단 내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진공 자금 및 부대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제적 부실 예방 및 사업 실패의 체계적 관리 기능, 정부차원의 채권채

무 조정 및 법적 정리 절차의 일괄 처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정리 전 단계부터 해당 기업가 및 사업체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하여, 이를 기

초로 재기지원 시에는 이전 사업의 실패원인을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 과정 관리가 이루

어져야 한다. 그 외에도 법제적 기반 하에서 재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연속기업사관학교 신설

1)	현상

현 재창업자금의 수혜자는 상당수가 한계형 폐업으로 이들의 2차, 3차 실패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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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창업의 증가만큼이나 폐업 역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어, 이는 곧 재창업자의 대폭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수일간의 짧은 교육을 받고 융자자금을 기반으로 재창업에 나설 경우 

실패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총량 실패 부담으로 전이되고,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2)	시사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거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설립할 때와 같은 배경에 기초하

여 재창업 기업인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집체적 대안 모델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경험 및 성공모델 확산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의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 청년–재창업기업인 협업 모델 개발을 통해 상호 간에 이

익이 될 수 있는 구조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전 사업의 폐업이 ‘실패’가 

아닌 ‘연속적 기업 활동’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고 확산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다 하겠다.

국내외의 유관 사례를 분석하여 종합해본 결과, 가장 단기적 측면에서 유효한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는 ‘연속기업사관학교’(가칭)를 신설하여 운용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수년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설립 운용하

면서 축적한 경험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을 재창업 기업

인 대상으로 적용한다면 양쪽 프로그램 모두에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가령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 참여자들의 경우, 이전 사업 경험자들로부터 살아있는 

현장 내용과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재창업 기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 시장에 대한 조류를 파악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속기업사관학교 방향성(안)

라. 재창업생태계 협력네트워크 구성

1)	현상

현재 재창업 생태계의 경우 창업 생태계와는 달리 협력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성되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재창업 기업인의 자원과 역량은 결핍된 상태이고, 지원기관 종사

One-Stop	패키지	지원 미래형	CEO	육성	중점
중간평가를	통한	

퇴교시스템	운영

졸업	후	창업지원제도	

연계

•	자금,	교육,	코칭,	공간,	

장비,	판로에	

이르기까지	One-

Stop	패키지	지원

•	기업가정신	함양

•	창업실무능력	중점	

교육

•	전담교수를	통한	

창업코칭	시스템

•	2회	중간평가,	매년	

10%	수준	평가에	의한	

탈락·퇴교

•	우수	졸업자에	대해	

추가지원(1년)

•		연계지원(5년간	

성장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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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선호도 또한 낮은 편이다. 자본 인센티브 역시 취약한 관계로 관련 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창업이 K-Startup Grand Challenge 등과 같이 큰 규모의 상금

을 걸고 전국단위로 전개되는 것과는 달리, 재창업의 경우는 각종 지원사업이 분절적이

고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재창업 기업인 입장에서는 비생산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될 개연성이 만들어지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적 

이해도가 취약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	시사점

기업가적 혁신 활동의 과정에서 실패는 상수와 같고, 현 창업자 중 재창업자가 최소 

30%에서 최대 60% 정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창업과 관련하여서는 생태계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재창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

력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각 주체가 적극적인 협력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형

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네트워크 주관기관에서 4자 간 

연합 및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대기업과는 재창업기업과 대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미디어 기업과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재창업 기업인들이 재창업에 나서면서 자본을 

실제로 투입하기 전에 시장조사, 기술조사, 규제조사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 프로

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SBA 산하 조직으로 SBDC(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가 

미국 전역에 약 1천 2백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약 950여 개의 SBDC가 대학에 위

치하고 있다. 대학과 SBDC는 상호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MBA 과정 교과목의 

‘비즈니스 캡스톤’ 강좌를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시장조사, 기술조사, 규

제조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충분치 못한 자원으로 경영활동이 전개되는 기업군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프로

그램이라 할 수 있다. 물리적 시간과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어, 특히 준비자금이 충분치 못

한 상태에서 창업하는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분석 과정을 생략하고 사업 활동

에 착수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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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성(안)

마. R-TIPS+ 프로그램

1)	현상

TIPS 프로그램은 지원 규모와 범위, 운영체계 등에 있어 기업가나 투자자가 가장 선

호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 TIPS 운용사들은 대부분 재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재창업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

닌 운용사의 부족은 재창업 기업인들의 TIPS 프로그램 진입에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재도전전용펀드의 경우, 운용사들이 재창업 기업 중 투자를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할 만한 대상 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목적투자비율이 40% 수준까지 내려가 있

어 실질적인 재도전전용펀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향후 운용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2)	시사점

우선 재도전전용펀드의 의무목적투자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본 사항이 부담스러워 운용사로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펀

드 규모를 축소하고 이를 TIPS 프로그램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구조에 변화를 주

는 것이 필요하다.

TIPS 운영사로 재창업 전담 액셀러레이터나 투자가가 참여한다면 재창업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액셀러레이팅 하는 R-TIPS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구조화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만약 여전히 TIPS 운영사 참여에 대해 기피현상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투융자부서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운영사들은 재창업 생태계의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 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협력 등 자본주도형 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성

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문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의 확장형 프로그램으로서 KOTRA 및 무역보험공사와의 협력 시스템 구

축을 통해 혁신형 재창업 기업가들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정책 지원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산 학 연 관

•	대기업(상생모델)	개발

•재창업	기업

•은행	및	투자기관

•	미디어	기업(사회적	

인식개선	및	참여확대)

•	대학기술협력

•	경영·창업대학원	

경영지원(기술/규제/

시장조사	등)

•	정부출연연구소

•	정부	및	공공	기술	

개발	및	신뢰성	

인프라

•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부처

•산하기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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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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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으며, 성과측정 및 평가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융자 의사결정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하면서 동시에 대상의 특성에 따른 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한다.

•  성과측정 및 평가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및 사회경제적 현황 즉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서울시 사회적 기업의 운영현황 몇 개소가 운영이 되며 직·간접적 제도에 대한 인지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의 정책에 대한 요소를 구가별 차이 인식과 국내 차별화 검토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효용 

 ·사회적 경제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성과, 성과평가방법, 국가별 성과평가 사례 및 활용방안 및 원칙에 대한 이해 

•  서울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모형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 판단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 

 ·장기 인재 육성 전력 마련 등 간접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 질적 성장 방안을 마련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지만 지속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직접 지원 

 ·기업 자체적 자생력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 재검증

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8년	4월	1일	~	2018년	10월	10일

연구과제명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남정민

참여	포럼위원	 	김성환,	김용구,	김종성,	김재현,	남정민,	조한지,	홍혜영(총	7명)

색인어	 한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	모형	구축,	서울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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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각국이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중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사례를 분석, 국내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정책,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지원제도 관련 선행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필요한 기

초자료 제공은 물론 대상의 특성에 따른 성과를 부각하도록 평가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인증 사회적 기업만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

직은 아니며,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지닌 조직들로 구성된 사회제도’ 전

체를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들

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정의, 현황 및 유형이 매우 혼재되어 

있다(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7.). 사회적 기업의 세계적 추세는 1990년대 후

반 유럽 사회에서 개념화되고 제도화된 이후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대되어 왔으며, 

그 저변에는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업방식이 갖는 폐쇄성과 한계를 넘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사회적 기업의 초기 형태가 <노동통합형>과 <사회서

요약문

제목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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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형> 두 가지로 대별되었던 점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SEL(Social Ente

rprise London)이 규정하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 :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영역

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 지향(Enterprise Oriented), 사회적 목적(Social 

Aims),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39개소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이며, 인증 사회적 

기업이 260개소, 예비 사회적 기업이 179개소로 전국 최다이다. 서울시는 직·간접적 

지원제도와 함께 특별지원도 시행 중이며, 별도예산을 투입하여 우수 사회적 기업, 혁

신형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법률체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상이하기 때문

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제화 경로가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경

로로 발전해 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이 

전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크며, 한국의 사회적 기업도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사회적 기업의 총규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 제한적 평가가 된다. 즉, 사회

적 경제가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는 규모 방식은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구조, 사회보

장시스템의 성숙도, 시민사회의 성숙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만 유

발자에게 부담을 징수하고, 나머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부담하거나 

방치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 모형 구축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과를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

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나누며, 경제적 가치는 재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와 같은 영리기업에서 창출하는 가치를 말하며, 이익률, 투자회

수율 등과 같은 경제적인 측정지표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가 다양하므로 아직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는 충분하지 않

지만(남승연, 이영범. 2013),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하여 재무적인 수익의 창출이라

는 경제적인 성과와 사회적 목적달성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과

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준희, 2016). 균형성과모형의 

네 가지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재무적 관점은 재무적 성과를 의미하며 수

익성, 성장성, 안정성과 관련 있다. 비재무적 성과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수익성 

증대와 같은 재무적 관점의 성과로 연결되며, 이러한 성과의 평가모형과 더불어 성과와 

유사한 개념 또는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는 효과성을 평가하는 모형에는 처음에는 단

일평가모형이 있었고, 이후에는 단일평가모형을 보완하고자 다차원평가모형이 등장하

였다. 관련 자료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성과의 구분 및 측정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

원의 2018년 사회적 가치지표(SVI)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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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및 김은희(2016)는 BSC와 AHP 기반의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소상

공인협동조합에 적용했다. BSC 모형은 기존의 재무지표 중심의 성과측정모형이 가지

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Kaplan과 Norton(1996)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기업

의 비전과 전략, 4대 관점(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핵심성공요인, 핵

심성과지표, 인과관계, 목표의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B-corporati

on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평가체계인 사회적 기여도평가(B-impact Assessment)를 

신청하여, 사회적 기업이 자체 응답한 뒤 평가점수가 80점 이상(200점 만점)을 획득

한 경우, B-lab의 담당 직원이 해당 기업에 면담 또는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노대명 외, 

2017). 프랑스의 경우, 사회연대경제최고위원회(CSESS)에서 사회연대경제(ESS) 기업

을 대상으로 본래의 운영원리를 지키면서 차츰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모범실천 가이

드’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social performance)를 정

량적으로 산출하여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활용방안을 모색(이문석, 이종수, 2016)하기

도 하고, 사회성과 측정원칙은 크게 ①이해관계자 회계원칙, ②보수성의 원칙 ③준거

시장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며, 측정체계는 사회적 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방법에 

따라 사회서비스, 고용, 환경, 사회생태계 성과로 구분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성과는 

재화와 서비스에 기반하여 창출된 사회성과를 의미하고,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취약계

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

익을 증진시킨 성과이다(이문석, 이종수, 2016).

서울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모형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의 성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 판단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인재 육성 전략 마련 등 간접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

적 기업의 질적 성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지만 지속가능

성이 낮은 기업은 직접 지원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금은 정책 변화나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삭감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기업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

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 재검증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사

회적 경제 기업 평가모형의 개선을 통해 정책효과를 개량적으로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의 양적 및 질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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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모형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각 지원 정책의 각론에 대

한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상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것을 연구방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

· 국내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정책, 사회적 경제조직 및 지원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해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정책 및 지원제도와 관련된 문헌 검토,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 관련된 지원제도 간 정합성을 다루는 문건 등을 탐색하여 분석

· 지금까지 각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비교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중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모

형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평가모형에 초

점을 맞추어 외국사례를 분석

• 사회적 경제기업 및 협동조합 성과측정 및 평가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투·융자 의사결정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대상의 

특성에 따른 성과를 부각시키도록 개발

·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과평가 표준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금융지원을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별 성과평가 표준모형 개발

· 국내외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심사와 관련된 문헌자료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 시 필요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각 프로세스 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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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직·간접적 정책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제고하

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 사회

적 기업, 혁신형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이며, 우수 사회적 기업, 혁신형 사회적 기

업에는 사업비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이 제공되며, 정부와 매칭하지 않고 서울시

의 자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투입

·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완 및 제도 수립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언



300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301 여섯, 투자분과

가.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  우리나라에서 인증 사회적 기업만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

는 조직은 아니며,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지닌 조직들로 구성된 사

회제도” 전체를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조직에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표준사

업장, 대안금융조직, 공정무역조직 등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나 사업내

용을 갖는 조직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이전

의 조직들까지도 사회적 경제조직에 포함됨.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조직들로 언급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

업의 정의, 현황 및 유형이 매우 혼재됨(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7).

•  국내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조직유형과 사업내용으로 인해 상호 배타적인 조직

형태를 갖는 것도 아니기에, 하나의 기업이 여러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할 수 있

는 중복적 가능성 높음.

1.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현황

Ⅱ. 본론



302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303 여섯, 투자분과

●  정부의 지원 중심으로 진행된 국내 사회적 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의 세계적 추세

는 1990년대 후반 유럽 사회에서 개념화되고 제도화된 이후 빠른 속도로 전 세계

로 확대되어 왔으며, 그 저변에는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사업방식이 갖는 폐

쇄성과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음.

•  이는 사회적 경제의 연대전통과 기업가정신의 결합을 상징하며, 사회적 경제의 경

제 총량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시장과 공공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음.

•  이러한 맥락에서 Jacques Defourny & Carlo Borzaga는 사회적 기업을 ‘민간부

문의 합법적인 기업형태 및 경영모델과 공공의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결합시킨 것이지만, 그 위상과 조직형태에서는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을 

강조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였음(Carlo Borzaga:1998, 75-76). 

조직유형

(중앙부처)
정의 현황 유형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등)

• 인증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a:	12)

•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a:	105)

•	2016년	기준,	

1,713개소	

(예비사회적	

기업	포함시	

2,821개소)

•	고용인원	

39,195명	

(사업보고서	

기준)

•	일자리	제공	유형이	

70%를	차지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	일반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	기본법)

•	사회적협동조합 : 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2016년	기준,	

10,640개소	

고용인원	

29,861명	

(추정)

•	일반협동조합 :	

사업자	협동조합이	

전체	75%를	차지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문제	해결	

목적형이	전체	

40%를	차지

마을기업

(행정자치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행정자치부,	2017:1)

•	2016년	기준,	

1,446개소	

고용인원	

16,101명

•	지역농산물	

가공·판매업종이	

58%를	차지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보건복지부,	2017:	14)

•	2016년	기준,	

1,149개소	

참여인원	

7,629명

•	5대	표준화사업	중	

청소소득이	2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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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후반 사회적 기업의 초기 형태가 <노동통합형>과 <사회서비스형> 두 가

지로 대별되었던 것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음.

•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두 가지 유형, 즉 노동통합

형 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형 협동조합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벨기에의 사회적 기업 또한 주요 사업목적에 따라 다음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었음(Carlo Borzaga: 1998, 75-76).

●  SEL(Social Enterprise London)이 규정하는 ‘사회적 기업의 정의 :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적 이

득과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

지고 있음.

•  기업	지향(Enterprise	Oriented)	: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으로서 자립적 생존이 가능

•  사회적	목적(Social	Aims)	: 일자리 창출과 훈련, 지역사회 서비스의 제공 등을 

의미하며 또한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등 보다 폭넓게 미칠 사회

적·환경적·경제적 영향에 대해 책임 

•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	: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 및 소유구조는 다양

한 관련 주체들(사용자 혹은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조직 등)의 파트너십에 의해 형

성됨. 사회적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다양한 관련 주체와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분배를 위해 사용되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시장부문의 기업주의

적·혁신적 역량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일환 

●  1990년대 후반 사회적 기업 운동에는 사회적 경제의 전통에 국한되기보다 그것에

서 벗어나려는 또 다른 지향성이 내재되어 있었음.

•  연대의 정신과 기업가정신의 결합으로 협동조합의 전통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임.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별도의 법인격을 갖

기보다 연대원칙에 따라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이 가질 수 있는 명칭(brand)

에 가까웠던 것임.

●  사회적 기업은 출현 초기 사회적 경제 조직 중 시장지향적 성향을 가진 조직을 지

칭하는 표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후 차츰 독자적 법인격을 지향하

는 움직임을 보여 왔음.

•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의 공동체 이익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 

CIC)를 필두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독립적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인

식되기에 이르렀음.

•  영국 통상산업부(DTI) 사회적 기업과(social enterprise unit)에 따르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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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기업의 잉여금은 주주와 소유자

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기보다는 그 사업체,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되는 기업’을 의미함.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강조하는 사업체

이며, 그 수익은 조합원이나 소유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자신이 표방한 목

표에 맞게 사업 또는 공동체에 재투자’하는 데 그 특징이 있음(DIT, 2002).

•  OECD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수익 활동

과 공익적 활동을 포괄하며, 이윤 극대화를 지향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또는 사회

적 목적,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임(OECD, Social enterprise, 1999).

●  2006년의 한국사회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사회

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과 동일시되는 경향도 있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던 시점에 한국의 사회적 기

업은 사실상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칭하는 것이었음. 다만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임.

•  이후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과 정책이 생겨나고, 2013년~2014년 사회적 경제기본

법 및 사회적가치기본법 등에 대한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그리고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 법규의 정비를 둘러싼 논의가 재개

되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나. 서울시 사회적 기업의 운영현황

●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39개소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

•  사회적 기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영업 활동도 수행하는 조직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영리 기업과 다른 요건을 

충족

●  총 439개소의 (인증 및 예비)사회적 기업 중 인증 사회적 기업이 260개소(59.2%), 

예비 사회적 기업이 179개소(40.8%)로 전국 최다

•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유형별 인증

•  요건에 부합한 기업만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하 ‘인증 사회적 기업’)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일부를 충족하지 못

한 기업은 자치단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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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제도와 함께 특별 지원도 시행 중

•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정책을 운영  

 · 직접 지원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4대 사회보험 지원, 세제 지원 등이 해당

 · 지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 비율로 매칭하여 부담하며, 세부적

인 매칭 비율은 정책에 따라 연도별, 사업별로 다름

 · 간접 지원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판로 개척, 자원봉사(프로보노Pro Bono: 무료

법률상담 등 전문성을 살린 봉사활동), 경영컨설팅, 융자 등 금융지원

●  서울시는 별도 예산을 투입하여 우수 사회적 기업, 혁신형 사회적 기업을 운영  

 · 서울시는 인증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이외에도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

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 사회적 기업, 혁신형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

 · 우수 사회적 기업, 혁신형 사회적 기업에는 사업비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이 제공

되며, 정부와 매칭하지 않고 서울시의 자체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투입

●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법률체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그것

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임.

•  사회적 경제 자체의 구조 그리고 그 제도화 형태는 사회적 경제의 규모, 복지국가

와의 관계,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결집력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됨. 이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가 서구 복지 국가들과 다른 경로와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는 서구 사회적 경제의 르네상스를 설명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것은 서구 복지국가의 축소 지향적 개편기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음을 의미함. 더불어 조합주의적 폐쇄

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임.

 ·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복지 확장기에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 복지국

가의 사회적 경제와는 차이점이 있음. 그럼에도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는 

원인은 대동소이한 것임.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제화 경로가 유럽 국가들의 그것과는 다른 

경로로 발전해 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

•  유럽국가 대부분은 사회적 경제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신

사회적 경제 조직, 즉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는 

순서를 취해 왔음.

•  반면에 한국은 사회적 경제 관련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법에 해당하는 

2.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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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육성법이 먼저 생겨나고 뒤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는 순서로 

제도화가 이루어져 왔음.

 · 참고로 2006년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정되던 시점에 협동조합을 중심에 둔 제도

화 전략을 채택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사회에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법

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임.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 또한 많지 않았음. 

•  이러한 이유에서 영국의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처럼 다양한 조직들이 그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임.

●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

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하지만 한국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객

관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의 핵심은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어떻

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임.

•  한국은 전통적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되어있는 국가가 아님.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종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생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조합원을 모

두 합치면, 전체 조합원 규모가 전체 국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현실에서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법적으로는 이들 조직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규정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수익 배분 방식 그리고 조합

원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방향을 어

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줌.

•  한국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적 기업 및 새로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음. 그것은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를 

정책의제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했던 기여와도 무관하지 않음

 ·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자율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시민사회에의 착근성이라는 해결해야 할 숙제를 갖고 있기도 함. 

•  이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 등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기업이 복지서비스의 공급

자라는 보완자적 역할을 넘어 생산과 소비영역에서 새로운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을 매개로 새로운 풀뿌리 정치를 구현하는 조직으로서의 상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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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육성법	[2006.12;	개정	2012.8.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	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	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2010.6.8.>

제5조(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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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2016.10.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	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제19조의3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더.	그	밖에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3조(기본원칙)	①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사회적	경제조직은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	경제조직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그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④	사회적	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⑤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회적	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사회적	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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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인 인증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는 인건비 지

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경영 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권고, 시설

비, 세제지원, 모태펀드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도 사회

보험료 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권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인증 사회적 기업 관

련 대부분의 지원 받음.

 · 다만, 지원의 세부 내용에 있어 개별 지원항목에 따라 인증 사회적 기업의 지원내

용과 일정 정도 차이(예: 일자리 창출 지원의 지원비율)를 보임.

●  타 부처의 사회적 경제조직지원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경

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업사업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제공

 · 기타 자활기업의 경우에 창업자금 지원, 사업자금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사업 우선 위탁 및 생산품 우선구매, 인건비 지원, 창업컨설팅 지원, 시설 및 설비

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우수자활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마을기업 또한 사업

비 및 자립 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

●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 발전에 있어 최근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10개 분야 88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함(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7)

 · 구체적으로 통합지원체계 확립, 금융지원 및 판로지원 확대, 인력양성체계 강화

를 통해 사회적 경제 지원시스템 확충,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

즈, 소셜벤처, 지역 기반 연계 영역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진출 확대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함(이영수 외, 2016)

●  2017년 현재 우리 사회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함.

•  우리 사회에서 고용과 소득 그리고 공동체적 삶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공복

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심각한 수준의 고용불안, 임금 불평등의 심화, 내수침체와 영세자영업의 몰락, 소

득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층의 증가, 복지제도의 저발전은 우리 사회가 돈 없이는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회라는 점을 강변하고 있음.

•  모든 시민에게 공통으로 보장되어야 할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각자의 

문제를 자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과 조직들이 필요했던 것임.

3.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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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비해 경제가 더 발전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의 사적 

안전망과 지역 안전망이 해체되었지만, 이를 대신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

지 않았기 때문임.

•   대다수 시민이 말 그대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가족이 아니면 국가의 복지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임.

 · 문제는 기초적인 욕구도 충족하기 힘든 박탈 집단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의 공식 복지제도로 이러한 문제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

는 것임. 그리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에 참여했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데 큰 역

할을 해 왔다는 것임.

●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용 또는 영향

(impact)에 관한 연구는 최근 수년간 크게 활성화되었음.

•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다음 세 가지 효용을 말할 수 있음 : 1) 고용 창출과 고용

유지 측면에서의 기여, 2) 지역사회 네트워크 또는 사회자본의 형성이라는 효용,  

3) 풀뿌리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효용이 그것임.

 · 그중에서도 최근의 노동 시장여건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안하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용은 <안정된 일자

리 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그리고 <지역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취약계층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었음.

●  외국의 연구에서도 일차적으로 주목하는 대목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

직이 전체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음. 이는 가장 측정이 용이하고 논란

의 소지가 적기 때문이기도 함.

•  한국의 사회적 기업 등도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하지만 

그 기여는 사회적 기업의 총규모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사회적 기

업 규모의 정체로 인해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하지만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

적 비용의 내재화> 측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비용을 내재화하는 규모와 방식은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구

조, 사회보장시스템의 성숙도, 시민사회의 성숙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지원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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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이로 

인해 제3자나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을 지칭.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

지만,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와 그것을 부담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대량해고를 하는 경우, 폐기물 처

리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경우, 이는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는 사회

적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움. 그것은 그 비용을 국가나 제3자가 부담하기에 앞서, 

각 개인이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

•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부로 하여금> 사회적 비용을 유발

한 개인이나 기업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이것이 통상적으로 정부에게 맡

겨진 조정자로서의 역할

●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실적 한계에 봉착하게 됨. 결과적으

로 정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일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만 유발자에게 부담을 

징수하고, 나머지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를 통해 부담하거나 방치하게 됨.

•  현실에서 많은 사람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음. 제도로만 보면, 실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가난하다

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통해 전체 빈곤층의 

30~40%만을 보호하고 있어, 실업자가 실제 지원을 받을 개연성은 낮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의지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내재

화하는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임.

•  그것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소외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또는 복지법인 등을 지칭하며, 정부는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가.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과

●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

치로 나누며, 경제적 가치는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와 같은 영리기업에서 창

출하는 가치를 말하며, 이익률, 투자회수율 등과 같은 경제적인 측정지표를 통하

여 측정할 수 있음(이승규, 라준영, 2009).

4.

사회적	경제

평가모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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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목적 달성에 따른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에 대하여 화

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편익과 같은 가치에 대하여 화

폐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의미

•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기업에서 주로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 외에도 사회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까지도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

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성과 또한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세 가지 가치를 모두 

포함하여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

●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는 충분하지 않지만(남승연, 이영범, 2013),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하여 재무적인 수익의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성과와 사회적 목적의 달성

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과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

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준희, 2016).

•  사회적 성과는 경제적 가치 이외의 기업 활동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적 목적에 의

한 산출을 의미하며,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조직의 사회적 목적을 분명하

게 밝혀주고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구성요소로서 경제적 성과만으로

는 왜곡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줌(이준희, 

2016; 최준규, 2013). 

 · 따라서 최근의 사회적 기업 성과연구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모두 고려하는 

연구들이 다수이지만, 세부 하위 구성요소는 연구마다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음.

●  사회적 경제기업은 목적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정량적으로 화폐로 측정되지 않

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며(김숙

연, 김재준, 2013),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짐.

•  전통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조직의 성과 측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

에서 바라보아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한 EROI(Economic Return on Investm

ent: 경제투자 수익률) 등의 평가가 주를 이룸. 이후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

적 공공성, 공익창출 등과 같은 사회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환산하기 위한 노력으

로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투자수익률)와 같은 평가기법들이 

등장함.

•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은 고용 창출 효과만을 단일성과 지표로 

설정했다는 면에서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있으며(김동철, 김정원, 2016; 이승규, 

라준영, 2010; Emerson et al., 2000), 최근 연구에서는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표)에서 제시하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과분석 틀을 제시함(이용

탁, 2008; 허정수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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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연구 외에도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한 하위 구성

요소를 설정하여 성과를 측정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일련의 논의들

을 거쳐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경제적 이윤 추구의 측면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측

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짐.

나. 사회적 경제기업 성과평가방법

●  성과의 평가는 과거 많은 기업에서 매출 또는 영업이익, 수익률 등과 같은 재무적

인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Kaplan and Norton(1996)은 성과를 재무

적인 성과와 함께 비재무적인 성과의 관점까지 포괄하고 성과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고려한 평가모형을 제시

•  Kaplan and Norton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BSC)는 성과를 평가

하는 데 있어서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관점이

라는 네 가지의 기준을 제시

 · 네 가지 관점과 더불어 조직의 비전과 전략의 실현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네 가지 관점과 상호작용하고 있음(김숙연, 김재준, 2013; Kaplan and Norton, 1996)

●  균형성과모형의 네 가지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재무적 관점은 재무

적 성과를 의미하며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과 관련 있으며, 비재무적 성과라고 할

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수익성 증대와 같은 재무적 관점의 성과로 연결됨.

•  둘째, 고객 관점은 고객의 요구에 잘 대응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을 성과로 보

고 있으며, 셋째,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

부의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요시

•  넷째, 학습 및 성장 관점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정보시스템과 같은 장기적인 시설에 대한 투자, 조직 구성원 간의 지식 

공유 등과 같은 장기적인 역량을 강조(김영진, 2002)

●  이러한 성과의 평가모형과 더불어 성과와 유사한 개념 또는 하위개념으로 사용되

는 효과성을 평가하는 모형에는 처음에는 단일평가모형이 있었고, 이후에는 단일

평가모형을 보완하고자 다차원평가모형이 등장

 · 내부과정모형의 핵심은 내부과정이 잘 갖추어진 조직이 효과적이며, 조직의 효과성

을 조직 구성원들의 건강과 능률성으로 간주하고 조직 구성원의 만족과 행복을 중

시함(민진, 2003; 박지혜 외, 2009)

 · 이해관계자모형은 조직 효과성을 설명하면서 조직과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존재와 가치에 초점을 둠(민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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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계모형(자원적 접근모형)에서는 조직효과성을 조직의 바람직한 존속과 유지로 보

며,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환경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효과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박지혜 외, 2009)

 ·  목표달성모형에서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구이며, 조직의 효과성

은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이므로 주로 조직의 산출 측면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측

정(민진, 2003)

●  다차원적 평가모형은 조직 효과성에 대한 평가 기준의 다양성과 충돌가능성을 전

제로 하며 앞선 모형들을 통합하며 등장

•  어떠한 개별적 관점도 조직의 복합성과 총체성을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조

직은 혁신과 효율, 신축과 통제 등의 상호 모순적인 가치들을 조화시켜 나가는 효

과적인 구성체라고 전제함(박지혜 외, 2009).

•  이러한 접근은 조직의 성과기준이 모호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준이 변

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됨.

●  조상미 외(2018)는 효과성의 평가모형인 목표달성관점, 내부과정관점, 이해관계

자관점, 체계관점을 모두 사용할 때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포함한 다양한 성과 기준들이 잘 제시될 수 있어 해당 관점들을 모두 분석틀의 분

석 기준들로 사용함.

•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단일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해당 관점의 2~4개

가 혼합된 다면적인 관점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분석틀의 성과관점들이 단일 

또는 다면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 관점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제시하여 BSC 성과평가모형을 참고하여 네 가지 분석 기준들이 상호작용하는 모

습을 부가적으로 제시

●  최근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과측정에 대한 경향연구(조상미 외, 2018) 결과, 전체

의 47.2%에 해 당하는 25편의 논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목표달성의 관점으로 

제시하며, 두 개의 성과관점을 혼합한 모형 9편(17.0%)의 논문이 목표달성 및 이해

관계자 관점을 혼합한 성과모형을 따름.

번호 성과관점 내용

1 목표달성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의	달성	여부

2 내부과정 작업과정의	효과성

3 이해관계자 조직과	관련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4 체계 외부자원	(획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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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달성 및 내부과정 혼합 모형과 목표달성 및 체계 혼합 모형을 따른 논문이 각 

5편(9.4%)이며, 세 개의 성과관점을 혼합한 모형 중 5편(9.4%)의 논문이 목표달성, 

이해관계자 및 체계 혼합 모형을 따랐으며, 네 개의 성과관점을 혼합한 모형 중 

3편(5.7%)이 목표달성, 내부과정, 이해관계자 및 체계 혼합 모형을 따름.

 · 단일 성과관점들을 혼합하여 다면적으로 성과를 본 연구가 거의 50%로 높게 나타나 

많은 사회적 기업 연구들에서 다면적 성과관점을 사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과에 대한 목표달성모형, 이해관계자모형, 내부과정모형, 체

계모형 및 혼합모형에 따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남.

•  목표달성모형 분석 결과

 · 목표달성관점을 따르는 논문은  총  47.2%로  많은 논문들이 이 성과관점을 따르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목표와 관련된 측정변수들을 사용하여 성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들

의 달성 정도를 성과로 보고 있어 사회적 기업의 미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보임.

 · 경제적 목표 : 수익 증가,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경영(재정)자립도 등

 · 사회적인 목표 : 취약계층고용비율, 지역 고용 창출, 지역 소득 증가, 지역 안전 및 환

경 개선, 사회서비스 제공 등

•  혼합모형 분석 결과 

 · 목표달성과 이해관계자 관점을 혼합한 성과모형 : 목표달성 관점에서 나타났던 측정

변수들 외 수익목표 달성 및 시장점유율 등도 추가적으로 있었음. 이와 더불어 성과

를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나타내는 고객 만족도, 근무에 대한 자부심,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환영 및 지지 측정변수로 함께 보았음.

 · 목표달성과 내부과정 관점을 혼합한 성과모형 : 목표달성 관점에서 제시된 측정변수

들과 내부과정 관점을 지닌 수익의 재투자비율, 종업원 배당률, 민주적 의사결정, 성

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수행 등의 측정변수들을 함께 성과로 봄.

 · 목표달성과 체계 관점을 혼합한 성과모형 : 목표달성에서 제시된 측정변수 + 체계 관

점을 지닌 외부자원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의존도와 현금흐름의 개선 등의 측정변수

들을 함께 성과로 봄.

•  목표달성, 이해관계자 및 체계관점을 혼합한 성과모형(3모형 혼합)

 · 해당 논문들은 각 관점들에서 제시된 측정변수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함.

 · 체계 관점으로 외부자원과 관련이 있는 시설투자 증가율 측정변수가 있었음.

•  4모형 혼합모형 분석 결과

 · 앞서 제시되었던 관점들의 측정변수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성과로 봄.

 · 내부과정 관점을 지닌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정변수와 체계 관점을 지니고 있는 자

원 획득과 관련된 자원개발 목표달성 및 투자 증가의 측정변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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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사회적 기업 성과의 측정관점

●  사회적 경제기업 성과의 구분 및 측정방법

•  사회적 기업 성과의 측정방법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남 .

 ※  객관적 지표 사용한 비율 : 28.3% / 주관적 지표 사용한 비율 : 69.8% / 혼합 비율 :  

1.9%

•  정확한 성과 측정을 위해선 정량적으로 측정되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지표

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분석 연구들 중에는 매출액이나 수익 등 정량적으로 

측정되는 지표들에 대해서까지 정성적인 지표를 사용한 연구들이 많이 있음. 이로 

인해 주관적 지표만을 사용한 연구가 매우 높게 나타남. 

 · 경제적 성과의 경우는 매출액이나 수익 등 정량적인 지표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고 사

회적 성과의 경우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환경보전기여 및 사회의 안정화와 같은 지표

는 정성적인 지표로 측정된다고 감안할 때 측정 방법이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

께 사용한 혼합의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단 1편만으로 매우 적게 나타남.

모형관점 논문 논문	수(%)

목표달성모형

이준희,	김상욱(2016),	이준희(2016)a,	이준희(2016)b,	

김숙연,	김선구(2016),	이양복,	최항석(2016),	조희진,	

장용석(2016),	최석현,	남승연(2015),	김희철(2015),	

김정인(2014),	문형구,	홍정화(2014),	도수관,	박경하(2014),	

장성희(2014),	이용탁,	주규하(2014),	윤정혜	외(2014),	

장성희(2014),	이승희	외(2013),	한상일,	김경희(2013),	

이수창(2013),	장석인(2013),	김재홍,	이재기(2012),	반성식	

외(2011),	이용탁(2011),	장성희,	마윤주(2011),	박수지,	

엄태영(2010),	선남이,	박능후(2011)

25(47.2)

이해관계자모형 김행열,	김형수(2013) 1(1.9)

혼합	

모형

목표달성·

이해관계자모형

(2모형	혼합)

배귀희	외(2014),	남승연,	이영범(2013),	곽선화(2013),	

박미경	외(2012),	김영욱	외(2012)
5(9.4)

목표달성·

이해관계자모형

(2모형	혼합)

조종현,	전인오(2016),	김미화,	이용재(2016),	김미화,	

이용재(2015),	이재희,	조상미(2015),	송창근	외(2014),	

박철훈,	김행열(2014),	장구보,	양준호(2013),	조상미	

외(2012),	이광우,	권주형(2009)

9(17.0)

목표달성·체계모형

(2모형	혼합)

김동철,	김정원(2016),	마윤주,	장성희(2016),	

원지영(2016),	장성희,	마윤주(2014),	최홍근,	유연우(2013)
5(9.4)

목표달성·

이해관계자·체계모형

(3모형	혼합)

이수인	외(2016),	장영란	외(2012),	장성희(2012),	장성희	

(2011),	장성희,	반성식(2010)
5(9.4)

목표달성·내부과정·

이해관계자·체계모형

(3모형	혼합)

강문실,	양성국(2016),	강문실,	김윤숙(2016),	강문실,	

양성국(2015)
3(5.7)

소계 2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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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성과의 내용 및 측정방법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제적성과의 하위구성요소들은 수익 및 이익, 매출액, 순이익 

및 자립도 향상, 자산 등은 목표달성 관점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제적 성과의 하위구

성요소인 고객 만족도는 이해관계자 관점, (시설)투자 증가, 현금흐름의 개선, 자원

개발 목표 달성 및 정부지원금 의존도 등 체계관점, 예산 효율성은 내부과정 관점을 

내포함.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의 하위구성요소

구분
사회적	기업의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혼합(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

객관적	

지표

원지영(2016),	조희진,	

장용석(2016),	박수지,	

엄태영(2010)

도수관,	박경하(2014)

김동철,	김정원(2016),	김숙연,	김선구(2016),	

이양복,	최항석(2016),	김희철(2015),	

김정인(2014),	윤정혜	외(2014),	곽선화(2013),	

이수창(2013),	최홍근,	유연우(2013),	김재홍,	

이재기(2012),	선남이,	박능후(2011)

주관적	

지표

조종현,	전인오(2016),	

강문실,	양성국(2016),	

배귀희	외(2014),	

박철훈,	김행열(2014)

문형구,	홍정화(2014),	

장성희(2014)a,	

장성희(2014)b,	김행열,	

김형수(2013),	박미경	

외(2012),	장성희,	

마윤주(2011)

이준희,	김상욱(2016),	마윤주,	장성희(2016),	

김미화,	이용재(2016),	이준희(2016)a,	이수인	

외(2016),	이준희(2016)b,	강문실,	

김윤숙(2016),	김미화,	이용재(2015),	강문실,	

양성국(2015),	이재희,	조상미(2015),	이용탁,	

주규하(2014),	송창근	외(2014),	장성희,	

마윤주(2014),	남승연,	이영범(2013),	장구보,	

양준호(2013),	이승희	외(2013),	한상일,	

김경희(2013),	장석인(2013)1),	장영란	

외(2012),	조상미	외(2012),	김영욱	외(2012),	

장성희(2012),	장성희(2011),	반성식	외(2011),	

이용탁(2011),	장성희,	반성식(2010),	이광우,	

권주형(2009)

혼합
최석현,	남승연(2015)(경제적	성과:	객관적	

지표,	사회적	성과:	주관적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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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성과의 하위구성요소는 주로 공익적 목표달성과 관련된 관

점을 지닌 구성요소들로 많이 제시함. 즉 취약계층고용,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과 관련된 다양한 목표들의 달성을 사회적 성과로 간주

 · 또한 지역주민(지역사회)으로부터의 환영 및 근무에 대한 자부심은 조직의 내부 및 외

부의 이해관계자의 만족도와 관련된 구성요소로 이해관계자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주로 목표달성 관점과 이해관계자 관점을 전제함.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의 하위구성요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8년 사회적 가치지표(SVI)

•  측정모형 : 사회적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기준의  속성을  기준으로 ‘관점·범주·영

역·측정지표’의 순차적인 측정 프레임 구성 

•  가치기준 :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 협동

조합 원칙 등의 공통적인 가치지향을 참조 

사회적 가치지표 주요 측정내용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8)

관점 주요	측정내용

사회적	성과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기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	사회적	미션의	관리,	주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노력,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조직	운영의	민주성,	근로자	지향성	등

경제적	성과
조직이	효율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나타난	사업	활동의	경제적인	

결과를	측정	⇒	고용	창출	및	재정성과,	노동성과	등

혁신	성과
기업	활동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

⇒	기업	활동의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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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 활용 목적에 따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3대 관점별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

•  비계량지표 도입 : 계량지표만으로 반영할 수 없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비계량지

표로 측정하여 사회적 기업의 특성 반영

 *  비계량지표 : 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 지향성, 6.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4.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사회적 가치 지표 총괄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8)

•  계량 측정방법은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계량적인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계량평가로 

정의

 · (예시) 매출성과 지표의 경우 ‘동일서비스 내 총 매출액 기준 대비 순위 분포’로 매출액 

데이터의 경우 계량(Amount) 값이므로 계량평가임.

•  지표별 평가등급 기준은 지표 만점 값을 최고점으로 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여 해

당 점수를 산정

 · 예시) 매출성과 지표의 경우, S등급(총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80%이상), 

A등급(총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B등급(총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등급(총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등급(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  계량평가 방법 중 ‘유(있음)/무(없음)’ 방식은 2단계로 해당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결

과 충족의 경우 ‘있음(10%)’, 불충족의 경우 ‘없음(20%)’으로 산정

측정지표 측정방법 판정기준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계량평가 유/무	평가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계량평가 5등급	평가

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비계량평가 5등급	평가

4.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력	수준 계량평가 5등급	평가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계량평가 5등급	평가

6.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비계량평가 5등급	평가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계량평가 5등급	평가

8.	근로자	임금수준 계량평가 5등급	평가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계량평가 5등급	평가

10.	고용성과 계량평가 5등급	평가

1.	매출성과 계량평가 5등급	평가

12.	영업성과 계량평가 5등급	평가

13.	노동생산성	 계량평가 5등급	평가

14.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비계량평가 5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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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계량평가는 지표 평가 시 구조화된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해당 요소에 충족 개수

를 참조하여 5단계의 비계량적인 평가

 · 종합점수의 집계 : 지표별 측정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 등급 부여 및 정보제공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단계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전체점

수와 5대 범주 또는 9개 영역에 대한 비교점수를 이해관계자 및 참여기업에 정보 제공

사회적 가치 지표 총괄표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8)

다. 사회적 경제기업 성과평가 사례 및 활용방안

●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과(가치)는 크게 경제적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함. 경제적 가치는 일반 영리 기업이 생산하는 가치와 동일하나 사회경제적 가치

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영향을 화폐가치로 가능

한 가치를 의미하며(Emerson et al., 2000), 대표적인 측정방법은 사회투자수익률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이 있음.

 ·  한편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가치 중 금전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모든 

비화폐적 가치를 의미함. 서비스 수혜자의 자존감 향상, 전근대적 유통시장의 정화 등

과 같은 질적 가치와 재범죄율 감소, 학업이탈 청소년의 학습성과 개선 등과 같은 양적 

가치를 포함함.

 · 사회적 가치는 주로 설문과 인터뷰 등의 정성적인 기법으로 측정하며, 대표적인 모형으

로 논리모형(logic model)과 변화모델(theories of change) 등이 있음(이승규 외, 2010).

●  사회투자수익률은 미국의 민간재단인 REDF와 Jed Emerson이 개발한 것으로, 사

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기부가 산출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

된 측정 방법이며(Emerson et al., 2000), 주로 투자 타당성 평가에 사용되는 투자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의 원리에 기반함.

등	급 종합점수 등급	정의

탁월 90점	이상
모든	영역에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일부	영역에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사회가치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미흡 70점	미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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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투자회수는 사회 전체가 보유한 사회적 자산이 증식한 정도이며, 이때 사회적 

자산은 사회적 기업 활동과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자산이며, 이해관

계자 자산의 증감은 일반 기업회계에서는 반영하지 못하는 가치임.

 · 이러한 가치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고갈문제,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복지예산의 절감 등의 외부효과를 말하며, 사회적 투자회수는 사회적 편익

에서 비용을 뺀 것을 말함.

 ※ 사회적 편익의 예

         -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복지예산 절감(Emerson et al., 2000)

         -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로 인한 소득세 세수 증대(Emerson et al., 2000)

         -  취약계층 가정의 소득 증대분(REDF, 2001; nef, 2004b)

         -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로 인한 범죄비용(피해액+수감비용) 절감액(nef, 2004b)

         -   예 : 종업원 100인 사업장, 평균연봉 1500만 원, 기존 3인 가족 최저생계비 50% 수혜자, 인당 매출 

5천만 원 규모의 취약계층 고용형 제조업체의 경우 매출액 기준 약 3.8%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피고용인 가정의 경제소득 증가분만 고려하면 공공부

문의 예산 절감, 소득세 및 각종 세금의 세수 증대, 최저생계비 이상의 추가소득 증대

분 등의 효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방법이 단순하고 국가별 사회보장 규모

와 큰 관계없이 일관되게 고용형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편익을 측정 가능함.

<사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중에	차상위	계층	여성을	고용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형(고용+사

회	서비스)	사회적	기업인	A사가	있다.	이	회사는	정기적으로	기업기부금과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

으며,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무료	간병서비스와	일반시장에	대한	유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간

병	서비스	인력은	총	250명이며,	현재	175명이	무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고,	75명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A사는	유료	서비스의	비중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래의	현금	흐름

과	사회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이	기업의	2007년	1년	데이터를	협조받아서	

이	기업의	2007년	한	해	사회적	회수만을	계산해	보았다.	당시	대기업과	정부	모두	기부금과	보조금

을	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으며,	A사	또한	이	금액을	모두	무료간병	서비스와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경비로	인식하고	있다.

이	회사의	사회적	편익은	1)	취약계층	환자의	무료간병	혜택	2)	차상위	계층	종업원의	소득증대	효과	

3)	간병을	보던	가족이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어	얻게	되는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	사회적	비

용은	1)	기부금	제공으로	인한	대기업의	자산	감소,	2)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감소이다.	

이	회사는	사무적	종업원들에	대해	노동시장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은	추가

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	사회적	편익과	수익을	계산한	최종	결과가	아래<표>에	있다.

A사가 창출한 사회경제적 가치의 측정

항목 이해관계자 내용 산식 금액 합계

사회적

편익

취약계층	환자 무료간병	혜택 시장가격×수혜시간 1,589

3,445취약계층	종업원 소득증대	효과 현재	소득–기존	소득 1,125

취약계층	환자	가족 추가	소득	증대	효과 신규	취업	후	소득 731

사회적	

비용

대기업 기업기부금 기업기부금	총액 1,700
3,241

정부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	총액 1,541

사회적	회수 사회적	편익–사회적	비용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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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덕 및 김은희(2016)는 BSC와 AHP 기반의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소상공

인협동조합에 적용함. BSC 모형은 기존의 재무지표 중심의 성과측정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Kaplan과 Norton(1996)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기업의 

비전과 전략, 4대 관점(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핵심성공요인, 핵심

성과지표, 인과관계, 목표의 피드백으로 구성

•  BSC 모형이 개발된 이후 여러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성과평가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조건 외, 2011). Bull(2007)은 기존의 BSC를 비영리조직인 사회적 기

업에 대한 균형표로 재해석하는 연구를 시도

 · 심인선(2008), 성도경 외(2008), 조건 외(2011)의 연구에서는 BSC 모형을 활용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의 성과측정 모델을 개발

•  재무적 관점에서는 과거 실적을 토대로 협동조합의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 총매

출액,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등 일반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와 출자금, 잉여적

립금, 사업 집행률을 추가로 반영함.

 · 고객 관점은 비전을 달성하려면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고객 

만족, 서비스품질, 고객 충성도, 고객 D/B화, 상품성, 브랜드 이미지 등을 반영하였으

며,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원칙 및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가에 초

점을 맞춰 조합원 만족도, 조합원 증가율, 자율과 독립 여부, 민주성, 조합원과 관계유

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반영

 ·  아울러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도 미래 비전을 토대로 협동조합의 지속 성장, 비전 달성

을 위해 조합원에 제시 및 교육하는지에 맞춰 조합원 생산성, 교육 횟수, 지식경영, 일

자리 창출, 연계협력, 의사소통 등을 반영하여 협동조합 균형성과평가 모델을 개발

●  조상미 외(2018)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국내 논문을 경향연구방법

을 통해 분석했으며, 국내 주요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이	회사의	경우	사회적	편익	중	무료간병을	통해	기존에	환자에게	묶여	있던	가족이	간병에서	벗어

나	추가적인	경제소득을	얻게	되는	간접적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추정

하기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	1:1	무료간병	수혜	후	간병하던	가족의	60%가	추가적

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고	시간제	근로를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추가	소득을	추정하였다.	최근	이	기업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공동간병제도(간병인	1명

이	여러	환자를	동시에	간병함)를	적용하면	그	값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앞으로	A사의	전체	SRO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	사업기간	동안	발생할	경제적,	사회적	회

수에	대한	추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비용과	위험계수	등을	고려하여	회수와	투자에	대

해	할인율을	적용한	후	이를	현가로	합산한다(REDF,	2001).	경제적	회수를	추정할	때는	우리나라	

비영리	회계에서	기부금과	보조금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기부금과	보조금을	경제적	회수

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사는	기업기부금과	정부	보조금	이외의	투자자본이	없으므로	기

업기부금과	정부	보조금만	투자로	보고	SROI를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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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성과관점에 따라 살펴본 결과, 목표달성관점으로 성과를 보

는 연구가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혼합관점이 50.9%로 높게 나타남.

 · 이 중 목표달성·이해관계자 혼합관점으로 성과를 본 연구는 17.0%, 목표달성·내부과

정 혼합관점, 목표달성·체계혼합관점 및 목표달성·이해관계자·체계 혼합관점을 따

른 연구는 9.4%, 목표달성·내부과정·이해관계자·체계 혼합관점을 따른 연구는 5.7%

이며. 이해관계자 관점을 따른 연구는 1.9%로 가장 낮음.

•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경제적 성과와 사회

적 성과를 혼합하여 사용한 연구가 전체 74.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경제적 성과만을 보는 연구가 13.0%, 사회적 성과만을 보는 연구가 13.0%로 나타남.

 · 경제적 성과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익·이익을 구성요

소로 본 연구가 53편 중 30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매출액이 27편을 차지하

였으며 순이익은 9편을 차지하며, 사회적 기업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요소들이 

많이 사용함.

 · 사회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창출, 일자리 제공, 유급근로자의 수에 대

한 영역이 53편 중 23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환경 보전(지역의 보건, 안전 

및 환경 등이 개선된 정도)이 14편, 취약계층 고용 기여(취약계층 고용 비율)가 13편, 이

윤의 사회적 재투자(공익적 사업 투자)가 11편, 사회의 안정화가 10편으로 나타남. 이 

외에도 지역사회 공헌과 발전과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남.

•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지표를 사용한 

연구가 69.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연구가 28.3%임.

 · 경제적 성과는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사회적 성과는 주관적 지표를 사용한 연구는 

1.9%로 두 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한 연구는 매우 낮게 나타남.

•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척도를 살펴본 결과, 매우 다양한 척도

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Sharir and Lerner(2006) 척도가 11편, 이광우

(2008) 척도가 7편, 김세중 외(2012) 척도는 4편의 논문에서 사용함.

 ·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Yao et al.(2007) 척도는 5편, McGee et al.(1995)는 4편의 논

문에서 사용함.

●  미국의 경우 ‘B-corporation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평가체계인 사회적 기여도평가

(B-impact Assessment)를 신청하여, 사회적 기업 자체가 자체 응답한 뒤 평가점수

가 80점 이상(20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 B-lab의 담당직원이 해당 기업에 면담 또

는 현장실사를 진행함(노대명 외, 2017).

 · 사회적 기여도 평가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평가수단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미래의 방

향성과 성과 결과를 제시하는 주요한 기준이 됨.

 · 평가의 대분류는 책임성, 직원처우, 소비자보호, 지역공동체기여, 환경보호 등이며, 

BSC에서 제시한 균형성과지표와 유사점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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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orporation 평가 설문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책임성	확보
(accountability)

지배구조
(governance)

사명	(mission)

지배조직	(governance	body)	

외부	책임성	(accountability-other)	

투명성	(transparency) 투명성	및	외부보고	(transparency	&	reporting)

직원	처우
(employees)

직원	보상
(compensation	&	benefits)

보상	일반	(compensation)	

금전적	보상	(cash	benefits)

고용	창출	(job	creation)

기업소유권	공유
(employee	ownership)

기업소유권	공유	(employee	ownership)

업무환경
(work	environment)

의사소통	(communication)	

훈련	및	개발	(training	&	development)	

업무탄력성/기업문화	(job	flexibility/corporate	culture)	

장애인편의시설	(accessibility)

안전성	(safety)

소비자	보호
(consumers)

유익한	상품/서비스
(beneficial	products/services)

유익한	상품/서비스	(beneficial	products/services)

지역공동체
기여

(community)

납품업체(suppliers)

납품업체	일반	(suppliers)	

우수업체	외부인증	(global	code	of	conduct)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지역사회	관계(local)
다문화	관계
(diversity)

지역	참여	(local	involvement)

지도적	역할	(leadership)	

직원	다양성	(employee	diversity)	

공급업체	다양성	(supplier	diversity)

지역공동체	기여도	(community	impact)	

투자자	구성	(investor	base)	

대외자선/봉사
(charity/service)

민간봉사:	정책	(civic	engagement:	policy)

민간봉사:	운영	(civic	engagement:	practices)

자선기부	(charity	giving)

환경보호
기여

(environment)

시설물(facilities)

시설물책임성	(accountability)

시설물	일반	(facilities)

투입요소	(inputs)

설계	및	개발	(design	&	development)

에너지	사용	(energy	usage) 에너지	사용	(energy	usage)

물자공급선	(supply	chain)

공급선	일반	(general)

투입물자	(inputs:	materials)

수송/보급/납품업체	(trans./distr./suppliers)

생산설비	(manufacturing)

투입요소:	사용	수량	(inputs:	water)	4	평균

산출:	유해가스배출	(outputs:	emissions)	4	평균

산출:	쓰레기배출	(outputs:	waste)	5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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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경우, 사회연대경제최고위원회(CSESS)에서 사회연대경제(ESS) 기업을 

대상으로 본래의 운영원리를 지키면서 차츰차츰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모범 실천 

가이드’를 제시함.

•  민주적 지배구조, 기업전략 구성의 협력, 지역사회 기여, 노동정책 및 노동의 질, 이

용자와의 관계, 차별금지 및 평등, 지속가능한 개발, 기업윤리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핵심 가치를 제시함.

 · 이 가이드의 중요성은 외적인 평가에 의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일상의 활동에서 자기를 점검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이 가이드의 구성은 먼저 6가지 핵심 축을 정하고, 이를 8가지의 주제로 구분한 후 

각각의 주제에 따라 수반되어야 하는 활동의 영역을 규명함.

주제 활동영역 주요	질문

민주적	
지배구조의	
실효성

1.권한의	행사
2.민주주의	문화
3.정관의	구성
4.	권한의	분산과	
균형

5.투명성

•우리	기업이	명시적이고	잘려진	규칙을	공유하여	그에	따라	운영되는가?
•이러한	규칙은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정기적으로	평가되는가?
•	총회	선거	참석	비율과	그	변화과정에서	실제적인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가?
•	구성원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점이	더	개선되어야	하는가?
•사전	공지	및	소집기간이	적정한가?
•	이사회의	구성은	구성원의	다양성,	이용자(고객)의	특성,	사회의	변화(남녀비율	및	
청년	세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이사회의	구성은	기업	내	민주적	운영의	활성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임원이	그들에게	민주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	조직	내	의논,	토론,	방향	정립,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전달되는가?
•	이사회의	개변	및	임기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가?
•	집행	책임은	이사가	가지는가,	실무자가	가지는가?-자원봉사자를	맞이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기업	전략	
구성의	협력

1.프로젝트와	전략
2.	이해당사자와의	
관계

3.협력	현황
4.	협력의	틀과	문화

•	우리는	기업의	프로젝트와	전략을	드러내고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준비했는가?

•	문서준비에	결합한	이들은	누구인가?
•	이	프로젝트는	기업	내	어떻게	배포되었는가?
•	기업의	프로젝트는	어떤	주기로	발전하고	업데이트되었는가?
•	우리는	기업	안팎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규명하고	그들의	기대를	담았는가?
•	이해당사자들의	기대를	어떤	방식으로	고려했는가?
•	의사결정과	전략의	선택에서	그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와	참여방안을	도입했는가?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	개선할	점은	무엇이며	걸림돌과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경제활동과	
일자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점(지역성)

1.지역에	착근
2.지역참여
3.	지역거버넌스	
(지역이니셔티브)

•	우리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긍정적,	부정적	측면)

•	우리	지역의	구매정책을	개발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우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의	주요	주체나	
사업내용을	파악했는가?

•	비영리단체나	공공부문	등	지역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목표를	정했는가?
•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인지도는?(일반인	대상	혹은	영향력	있는	인물	대상)
•	전국단위의	협력과	지역에서의	참여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취약	계층이나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노동정책과	
사회적	모범,	
직업훈련,	
단체협약,	
작업장의	
보건위생	및	

안전,	고용의	질

1.	고용	조건과	인격	
개발
2.고용의	질
3.	사회적	대화	및	
단체	협약

•	트레이닝	과정의	청년,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지원정책	수혜자	등의	노동통합을	
위한	과정을	조직하는가?

•	노동자들에게	어떤	유형의	근로계약을	제안하는가?(무기직,	계약직,	임시직,	일자리	
지원	제도	등)

•	상별	파트타임의	비중은?
•	노동자의	훈련을	위한	예산의	비중은?
•	직업	향상을	보이는	노동자의	비중은?
•	기업이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평가하는가?
•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가?
•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기업의	의무는	무엇인가?
•	노동자	대상	정보제공	및	열람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법적인	의무나	
단체협약	외	실시하는	부분은?(비공식	모임,	만족도	조사,	TFT	등)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이나	노동조직을	시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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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social performance)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활용방안 모색(이문석, 이종수, 2016) 

•  사회성과는 논리모형(logic model) 관점에서 과정(process), 산출(output), 결과(out

come), 영향(impact)으로 구분하여 누구나 수용하고 합의할 수 있는 성과측정 모

형 개발에 노력

•  사회성과 측정은 일반화, 표준화, 반복 측정 가능한 신뢰성을 원칙으로 사회적 기업

의 사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지표 위주로 측정도구 개발

주제 활동영역 주요	질문

이용자와의	
관계:	수혜자,	
고객,	이용자	등

1.참여	과정
2.필요의	규명
3.	개선	및	솔루션	
개발

4.시행

•	우리	기업은	어떤	필요에	부응하고	있는가?	이	필요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	현재	제공하고	있는	방법이	적합한가?	사회변화는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이	사각지대를	잘	커버하고	있는가?

•	우리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비롯하여	이용자/수혜자와의	관계의	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평가에	이용자/고객/수혜자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가?

•	우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나	판매하는	상품에	혁신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다양성,	
차별금지,	직업	
평등	및	선출직	
구성에서의	
실제적인	양성	
평등	현황

1.차별	예방
2.다양성	장려
3.양성	평등
4.장애의	고려

•	우리	기업은(노동자,	수혜자,	서비스제공자,	고객	등에	대하여)	차별과	관련된	쟁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감지할	수	있는	절차를	실시하고	
있는가?

•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진단	및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있는가?
•	여성이	책임자의	지위에	오르고	급여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다양성에	관한	정책을	정했는가?
•	채용	및	승진	절차는	투명하고	양성	평등을	존중하고	있는가?
•	우리	기업은	다양성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목표는	
정했으며,	그것은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가?

•	우리	기업은	신규	채용이나	승진	시	노동자를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가?
•	우리	기업은	남녀	상황	비교에	대한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우리	기업은	인증제도(양성	평등이나	다양성	마크,	다양성	현장	등)을	도입하고	
있는가?

•	우리	기업은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환경의	문제

1.	환경	분야	일반	
정책
2.	오염	및	폐기물	
관리

3.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우리	기업은	환경관련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가?
•	우리	기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찾아내는가?
•	소비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가?	관련	행동	계획을	수립했는가?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	어떤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는가?
•	기업의	구매	및	투자	정책에	어떤	환경	기준을	도입하였는가?
•	노동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각성을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	기업은	모든	환경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	기업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건물에	HQE(양질의	환경)	절차를	채택하였는가?

기업윤리와	
직업윤리

1.기업윤리
2.실천의	정직성
3.부패	방지

•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윤리를	정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어떤	논의를	했으며	채택한	
행동은	무엇인가?

•	재화나	서비스의	질에	대해	분명한	책임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	부패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	구매	및	투자와	관련한	헌장이나	직업윤리를	정했는가?
•	사회연대경제의	가치가	기업에	포함되고	명시되어	있는가?
•	기업은	이해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	책임	있는	구매	체계를	실행하고	있는가?
•	우리	기업은	사회연대경제기업임을	천명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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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상 : 사회성과 유형

*출처:	이문석,	이종수,	2016

●  사회성과 측정원칙은 크게 ①이해관계자 회계원칙, ②보수성의 원칙 ③ 준거시장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며, 측정체계는 사회적 기업의 사명과 사회성과 창출 방법에 따

라 사회서비스, 고용, 환경, 사회생태계 성과로 구분

•  이해관계자 회계 원칙 : 기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편익과 비용을 측정

 ·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회적 회계 등 현재 민간 기업의 사회성과 측정에도 일관되게 적

용되고 있는 원칙이며, 이 원리를 적용하면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는 이해관

계자별 편익과 비용을 합산한 것이며,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뺀 값, 즉 사회

적 부가가치(편익-비용)와 동일

 · 이해관계자 회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관계자별로 계정(account)을 만든 

후, 발생한 편익과 비용을 계정에 기입하고 이를 합산하여 사회성과를 측정

•  보수성의 원칙 :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성과만을 인정

 · 사회성과 측정은 일종의 사회적 회계로서 사회적 가치의 과대 계상을 최대한 방지하

여야 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성과의 경우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을 

사회성과로 인정한다.

•  준거시장 기준의 원칙 :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추정하여 화폐가치 환산

 · 최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추정하고, 준거시장에 명확한 기준값

(proxy)이 있는 경우만 사회성과로 인정함으로써 가격기구의 왜곡과 시장 교란을 최

소화

         -   가격기반 추정: 시장 가격 또는 수요/공급의사가 발생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편익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일반 시장가격 기준, 공급의사 가격 기준, 지불의사 가격기준으로 구분

         -   비용기반 추정: 동일한 품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가격 기반 추정

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사회

적 편익을 추정. 비용기반 추정 방식은 추가적인 투입비용을 ‘최소 가격’으로 보고 편익을 추정

하는 방식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가격기반 추정 방식의 일종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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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측정지표 체계

●  사회서비스성과는 재화와 서비스에 기반하여 창출된 사회성과를 의미하고, 기존 시

장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킨 성과임(이문석, 이종수, 2016)

•  사회서비스성과는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핵심 원칙은 기존 시장에서 다른 조직이 제

공하는 유사서비스와 비교하여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가 추가로 창출한 가치를 성과

로 인정함. 수혜자가 지불한 가격 이상으로 얻은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며 

가격 지불은 수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정부나 기부자가 대신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준거시장의 가격 기준값(proxy)을 정하는 것

이 중요하며, 이 기준값을 정하는 방식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서비스성과를 창출하

는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높음.

•  사회서비스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인 가격기반추정(일반시장가격기준, 공급의사가

격기준, 지불의사가격기준) 및 비용기반추정(추가 투입비용기준)별로 추정방식과 추

정예는 다음과 같음.

일반시장 가격기준 : 동일품질, 가격할인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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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사 가격기준 : 시장배제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제품/서비스 제공

지불의사 가격기준 :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 제고

추가 투입비용 기준 : 동일가격을 유지, 품질 제고

●  기타 고용성과(직접고용성과, 고용지원성과), 환경성과(재료의 재활용을 통한 신규

자원소비 절감, 친환경적인 재료 또는 생산 공정을 통한 환경오염의 감소 등), 사회생

태계성과(사회전체를 위한 자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 공공예산의 효율성 증대, 공

공자산의 부가가치 증대방식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성과를 측정하여 정량적

으로 산출

예) 직접 고용성과 예) 고용지원성과



330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331 여섯, 투자분과

예) 환경성과(신규자원 소비 절감) 예) 환경성과(환경오염의 감소)

예) 사회생태계성과(추가적인 거래기회 확보) 예) 사회생태계성과(문화예술 자산의 부가가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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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의 성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적 성과와 지

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 판단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이 필요

•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강화

●  장기 인재 육성 전략 마련 등 간접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고 사회적 기업의 질적 성장 방안을 마련

•  정부 주도형 사회적 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의 진정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접근

이 필요

•  사회적 기업이 단순히 대안적 일자리만 제공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보완

●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지만 지속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직접 지원

•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지원이 계속될 필요하며, 당 기업은 사회적 성과가 우수

하지만, 지속가능성이 약하므로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

•  단기적으로는 지원 종료 후에도 서울시 예산 투입과 같이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자생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금은 정책 변화나 경

제 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 중단되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

III. 결론

서울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모형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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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기업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

•  기업, 자선단체 등의 기부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시스

템 마련이 필요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영 정보를 한 곳에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 재검증

•  사회적 기업의 목적·의의·특성 등을 고려해볼 때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정량적

인 측면 이외에 정성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존재

•  재검증 대상 기업들은 정성적인 가치도 고려하여 성과를 재검증한 후 지원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업종별 특이성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고안하고, 사회적 기업의 성장단계별 

핵심 성공요인 기반의 성과지표 개발 필요 

• 강문실, 김윤숙. (2016).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조직성과간의 조직몰입 조절효과”. 

『상업교육연구』, 30(3), 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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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20(2), 143-162.

• 김숙연, 김재준. (2013). “균형성과표(BSC)를 적용한 사회적기업의 성과평가지표 개

발에 관한 연구”. 『국제경상교육연구』, 10(4), 217-239.

• 김영진. (2002). “효과적 성과평가의 개념과 활용 방법론”. 『인적자원개발연구』, 4(2),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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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기반의 스타트업 창업 시장은 과거에 비해 창업 시 경제적 부담은 가벼워지고, 진입장벽은 낮아졌으며, 

글로벌 시장으로 영토는 확장됨.

•  스타트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확고한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기업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이 

나타남.

•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요즘의 비즈니스는 ICT 기술 관련 플랫폼 비즈니스가 현재의 비즈니스 트렌드를 리드함. 

•  오늘날의 소비자는 정보로 무장한 똑똑하고, 변덕스러우며, 가치소비를 지향함. 

•  브랜드 타깃팅, 포지셔닝,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 전략을 

고찰한 결과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자신만의 철학을 기반으로 경쟁사와 차별화된 독특한 브랜드 전략이 필요

함으로 나타남.

•  따라서 스타트업은 자원이 제한적이므로 초기에는 저비용 채널인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연결의 경제를 

추구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PR 활동 전략 추진. 

•  소셜미디어가 매력적인 매체이지만, 매스미디어 PR 활용도 스타트업의 유형, 환경, 특성에 따라 유연한 PR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보고서 초록

연구기간	 2018년	4월	19일	~	2018년	8월	30일

연구과제명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브랜드	홍보전략	연구

연구책임자	 안은숙

참여	포럼위원	 안은숙(총	1명)

색인어	 한글	창업성공,	트렌드,	소비자,	브랜드,	브랜드전략,	홍보전략,	커뮤니케이션,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

	 영어		Startup, Trend, Consumer, Brand, Brand Strategy, PR, Communication, Mass Media, 

Social Medi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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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이 데스벨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고 있어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브랜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날 예측이 어려운 기업경영 환경에서 국내 스타

트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강소기업의 성공사례를 제시하여 자신

의 기업에 접목함으로써 성공창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사례 중심연구로 강소기업의 성공사례와 이론적 개념을 함께 제시한다. 

첫째, 스타트업의 환경파악을 위해 스타트업의 현재와 글로벌 강소기업의 유형별 사례

를 제안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이 기업경영의 방향성을 찾는다. 둘째, 브랜드 전략 구

축을 위해 마케팅 관점에서 ①트렌드, ②소비자, ③브랜드의 이론적 개념 파악과 더불

어 기업사례를 자신의 브랜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셋째, 스타트업의 

브랜드 홍보전략 구축을 위해 소셜미디어 PR 활동을 중심으로 매스미디어 PR 활동까

지 문헌과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요약문

제목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브랜드	홍보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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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홍보 전략은 자신만의 브랜드 철학을 기반으로 독특함과 차별화를 추구하

는 절대가치의 브랜드 이미지로 소셜미디어 시대의 소비자를 불러들이는 홍보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성공창업을 도모한다. 또한 스타트업의 업력, 유형, 환경에 따라 유연한 

PR 활동을 제안한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홍보 전략을 모색할 수 있고, 기창업자는 원점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제시한다.

3.

연구결과

4.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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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점차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직

업인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국내는 경기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창업시장 역시 양

적·질적으로 허약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볼 수 있다. 

만성적인 취업난 타개책으로 정부정책을 창업으로 유도한 결과 청년 창업가들이 

신용불량자로, 정부보증 스타트업(Startup)이 블랙기업으로 전락하면서 사회적인 문

제로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서울산업진흥원 청장년창업센터 졸업기업 추

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지원받은 청년창업기업의 공식 휴·폐업률이 약 

40~45% 수준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선한 창업인재들도 ‘Death Valley’

(창업 이후 3~5년)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한다.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브

랜드 홍보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홍보 전략을 세우고 기창업

자는 원점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다. 

대량생산시대에는 공급자 중심 시장이었지만, 공급이 넘치는 상품시장은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넘겨주었다. 지속적인 기술발달은 제품의 균질화를 가져왔

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로 무장한 소비자는 똑똑해지면서 자신의 가치기준에 맞는 

브랜드를 구매하고 있다. 기업은 ‘소비자가 왕’이라거나, ‘고객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브

랜드 충성도 높이기에 매진하는 등 무한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사

회에서 현재의 생존 기업이 미래에도 살아있는 기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세

1.

연구목적

I. 서론

1)	서울경제,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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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굴지의 기업인 코닥(Kodak), GE(General Electric), 노키아(Nokia), 모토로라

(Motorora) 등 막강한 브랜드파워를 자랑하던 기업들이 시대 환경변화(Trend)에 안

이하게 대처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지켜보았다.

IC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플랫폼 비즈니스(Platform Business) 성공사례

가 소개되고 각종 비즈니스모델이 확산되면서, 창업의 문턱은 낮아지고 글로벌 마켓

(Global Market)으로의 시장성은 넓어졌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은 대박 아니면 쪽

박으로 양극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디자인이슈리포트(2016)에 따르면 AI 기술발전이 지식노동의 자동화가 미칠 경제

적 파급효과는 5.2~6.7조 달러로 추정하며, 사물인터넷 시장은 매년 17%씩 성장하여 

2.7조~6.2조 달러로 추정한다. 2020년에는 50억 인구가 500억 개의 사물을 인터넷

에 연결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술기반의 플랫폼 발전은 

공유경제 및 온디맨드(On-demand) 경제가 부상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

델이 증가하면서 스타트업(Startup)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창업시장으로의 진입은 쉽지만 성공창업의 출구는 매우 좁아 데스벨리를 통과하

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는 비즈니스 창업에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어 성공창업 방법론은 이것이 답이라고 정형화하기 어려우나 큰 틀에서의 방법론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제안되고 있다. 

국내 성공창업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 창업자의 역량을 가

장 큰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창업자의 경험, 지식, 진취성, 혁신성, 기

술, 경제력, 시장성 등이 성장 동력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초기 준비단계를 넘어서면 운

영능력 즉, 조직과 고객 요인이 성장 동력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사람 중심 연구에서

는 기업가 정신을 최우선으로 논하고 있으며, 자본 중심의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나누어 구분한다. 셋째,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옮겨가는 추세로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PR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창업 성공의 요인을 창업자의 역량요인만큼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마

케팅, 브랜드, 디자인, PR 등 소프트웨어적 요인을 말하는 연구들이 많이 눈에 띈다. 

기술 평준화의 돌파구로 등장한 디자인, 브랜딩의 중요성은 성공한 글로벌 기업들의 사

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성공 창업의 양 날개 중 한쪽 날개로 빠른 비상(飛上)

을 제공하는 추진기 역할에 해당한다. 

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이슈리포트,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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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전략

따라서 본 연구는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기업경영 환경 속에서 국내 스타트업

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브랜드 홍보 전략을 문헌연구와 더불어 사례

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성공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들의 공통점은 그들만의 브랜드 

정체성과 기업경영 철학이 있다고 한다. 이들 성공기업의 사례에서 그들이 추진한 방법

론을 스타트업이 자신의 기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브랜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정보로 무장한 스마트슈머(Smartsumer)이자 변덕스럽고, 가치소비를 지향한다. 이

러한 소비자들에게 어떤 브랜드 홍보 전략을 구사해야 수익 창출로 이어져 성공창업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는 앞으로 성공한 스타트업의 경영전략 및 홍보 전략을 살펴보고 스타트업이 

자신의 기업에 접목하여 브랜드 홍보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방향성을 찾

을 것이다.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이 연구의 핵심

인 스타트업의 브랜드 홍보 전략 방법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스타트업의 빈약한 물적·

인적자원 등 환경적 여건은 대기업과 같은 거대 조직들이 행하는 브랜드 홍보 활동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브랜드 홍보 전략을 위해 어떻게 브랜드 이미지를 정립해

야 하는지? 어떻게 브랜드 PR을 해야 하는지? 등을 글로벌 스타트업 사례에서 그 방법

을 찾아보고자 하며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논하며 

2장 본론의 1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인공인 스타트업의 현주소와 ‘강소스타트업’의 

경영사례를 통해 스타트업의 브랜드 철학을 살펴볼 것이다.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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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에서는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브랜드 마

케팅의 3가지 요소인 트렌드, 소비자, 브랜드의 개념과 사례를 제시한다. 브랜드 마케팅

의 이해와 스타트업 창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트렌드와 더불어 똑똑하고 변덕스러운 

소비자들의 요구(Needs)와 욕구(Wants)가 기업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소셜미디어 시대 소비자의 모습을 이야기할 것이다. 

요즈음 세상과 어울리는 브랜드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소

비자가 좋아할까?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브랜드가 될까? 등에 대한 의문점을 트렌드, 

소비자, 브랜드 측면에서 짧은 지면을 통해 그 방향성을 제안한다. 

3절에서는 미디어 홍보 전략으로 Two-way Communication 시대를 연 소셜미

디어와 One-way Communication인 전통적 매스미디어를 통해 홍보 전략 방향을 

문헌과 사례를 통해 논의할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스타트업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

인 매체이며,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도 함께 활용하는 등 통

합적인 매체 관리 전략을 이야기한다. 

3장에서 결론을 언급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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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타트업의 현재

현대경제연구원(2016)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스타트업(Startup)과 벤처(Venture)

기업을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

유한 신생 벤처기업을 말하는데, 기존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하여 단기간에 IT 대표기업

으로 성장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NHN) 등이 대표적이다.3) 

글로벌 스타트업은 R&D, 조달, 제조, 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기업들

과 차별적인 사업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 대신 ‘연결의 경제’를 추구한다. 전 세계의 

R&D 대행, 제조대행, 마케팅 플랫폼 등 전문 기업들과 적극 연계하여, 환경변화에 유

연하고 기민하게 적응하며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스타트업의 부족한 역량과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극복하며, 고객에 대

한 핵심가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며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제조 아웃소싱과 자산 경량화는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빠른 시장변화에 따른 고정자산의 부채화(負債化)를 방지하

고, 시장의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도 많은 스타트업은 매스마케팅 대신 SNS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저비용 채널을 개척

하는 등 역발상 기법을 통해 고효율 마케팅을 구현한다.4)

1.

국내·외	스타트업

환경

Ⅱ. 본론

3)	전해영(2016),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통권	654호,	2016.05.16.	

4)	월간CEO,	신흥기업들의	차별적	사업방식,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69호,	CEO	KOREA,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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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2017)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창업생

태계의 활력은 저하되어 세계 215개 유니콘기업 중 국내 벤처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 

피터슨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은 미국 32.1%, 일본 63.0%, 한

국 18.5%이며, 주요 도시별 창업생태계 가치를 세계 55개 도시와 비교하면 실리콘밸리

(2,640억 불), 베이징(1,310억 불), 델아비브(220억 불), 싱가포르(110억 불), 서울(24억 

불)로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전통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5)

스타트업은 규모에 따라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인 유니콘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쿠팡과 옐로모바일 2곳이다. 이는 미국의 101

곳, 중국 35곳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 1천억 원 이상 

투자유치, 인수합병 등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국내 사정은 아직 더 지켜봐

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스타트업 투자는 게임, 핀테크(FinTech), 이커머스(e-commerce)쪽에 비

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 숙박 플랫폼 등에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는 2017년 

600억 원을 투자 유치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렌딧(핀테크), 패스트파이브(코워킹

스페이스), 베이글코드(게임) 등의 스타트업이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으며 올해 상

위 투자유치회사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스타트업은 현

재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플리카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Decacor

n(기업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비바

리퍼플리카는 스마트폰에서 3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 ‘토스’로 금

융계에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6)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 2008)은 세계시장 지배, 현저한 

성장 규모, 탁월한 생존능력,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21세기 강소기

업’의 1차적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1차적 조건에 더해 세계 시장점유율 1~3

위 업체(국내시장 1위 업체), 매출액 40억 달러 이하 업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라는 3가지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칭한다. 

헤르만 지몬은 거대 초국적 기업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강

한 기업을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란 용어로 규정했다.

최근 세계적인 브랜드파워를 지니며 대기업에 비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주목받

고 있는 ‘강소기업’은 뛰어난 시장 적응력과 경쟁력,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과 혁신적인 기

술 등을 보유하는 각 분야의 대표주자이다. 이러한 혁신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세계

5)	관계부처	합동	리포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017.11.02.

6)	월간	CEO&,	K-스타트업,	아직	갈	길이	멀다	Start-up,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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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공통적

으로 꾸준하게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 고유의 핵심역량을 갖추어 기

업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등 창의적 미래가치를 중요시하는 가치혁신 기업의 

특성을 지녔다.7)

나. 강소기업 유형별 사례

1)	CEO	역량형

①	액션	캠의	선두주자	GoPro

액션 캠 시장의 대표주자 ‘고프로(GoPro)’는 고객의 숨은 니즈를 찾아낸 스타트업

이다. 서핑을 즐기는 고프로 CEO Nick Woodman의 모습을 찍은 짧은 영상에 열광한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 마니아들의 니즈로부터 탄생하였다. 이들은 자신

의 경험을 생동감과 박진감 넘치는 고품질 영상으로 촬영해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한

다는 점이 소비자의 원트를 자극하였다. 

GoPro 액션 캠, DJI 드론, Oculus VR기기, yanolja

②	드론시장의	대표주자	DJI

군사용에서 상업용으로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대된 드론시장에서‘DJI’가 대표주

자이다. RC 마니아인 DJI의 Frank Wang은 과거 항공촬영용 드론은 가격이 비싸고 

조종도 어려워 RC 마니아들이나 전문 촬영기사들의 전유물이었다. 이러한 문제점 개

선책으로 충돌 회피, 이미지 프로세싱, 자동항법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조작의 편

의성을 높이고 부담 없는 가격대의 제품을 출시하여 드론의 대중화에 성공하였다.

③	VR	산업의	대표주자	Oculus

게임과 가상현실 기기에 푹 빠진 Palmer Luckey는 고객이 겪는 불편함을 이해하

는 전문가이자 CEO이다. VR기기는 사용자가 착용했을 때 잔상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무게 때문에 불편하다. 이점을 오큘러스는 가상현실 콘텐츠에 사용자가 느끼

지 못할 만큼 짧은 검은 화면을 넣어 잔상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VR 생태계 구축을 위

해 기기뿐만 아니라 600여 개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고, Oculus Story Studio를 

설립해 VR용 영상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여 시장을 확장했다.8)

7)	월간CEO,	글로벌	강소기업의	특성과	성공	요인,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69호	(2016년	7월)	CEO	KOREA	2016.07.22.

8)	월간CEO,	신흥기업들의	차별적	사업방식,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69호,	CEO	KOREA,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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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내	1위	숙박	기업	yanolja9)

야놀자는 국내 1위 숙박 O2O 기업이다.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는 스타트업 업계의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CEO이다. 이 대표는 자신을 ‘노력 진행형인 사람’이라고 표현한

다. 모텔 청소부로 시작해 2005년 스물여덟 살의 나이에 자본금 5000만 원을 토대로 

창업하였다. 

2)	디자인	혁신	추구형

①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	dyson10) 

다이슨의 ‘진공청소기’ 뿐만 아니라 ‘날개 없는 선풍기’는 충격적인 디자인과 원리

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기존 선풍기보다 15배나 센 바람의 원리가 숨어있어 디자인과 

기술을 어떻게 융합해야 하는지 말해준다. 

직원의 3분의 1이 엔지니어로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 보

유한 특허만 1,300개에 이른다. 다이슨의 모든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으로 날개 없는 

선풍기는 아이들이 선풍기 날에 손가락을 다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dyson 진공청소기&선풍기, SENZ 우산, MOKA커피포트 

②	혁신	콘셉트의	기능성	우산	SENZ

SENZ는 2006년 설립하여 직원 23명으로 300만 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네덜란

드의 우산제작 기업이다. 2004년 대학생이던 Gerwin은 일주일에 우산 3개가 부러지

는 경험을 하고 우산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어린 시절 윈드서핑, 연날리기 취미는 

강풍에 적합한 우산의 각도와 모양을 상상하게 하였다. CEO Gerwin은 “디자인의 가

장 중요한 요소는 문제인식이며 활발한 조사와 소통을 통해 소비자의 필요를 제대로 알

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본질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11)

③	80년간	사랑받는	모카	Bialetti	S.p.A

이탈리아 Bialetti S.p.A는 ‘모카(MOKA)’로 유명한 에스프레소 커피포트를 개발

한 기업으로 유럽의 아침을 깨우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있다. 대중에게 소개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박물

9)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nkey=2017070301127000391&mode

=sub_view	

1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8239&cid=58790&categoryId=58790,	

11)	김태형,임성아,이해인,강환국,김혜윤,안지성,김한나,전수연,김수현,강세나,	디자인이	밥	먹여준다,	Kotra	Global	Market	

Report	13-081,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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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뉴욕의 MOMA 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으로 보관되고 있다. 시중에 수많은 모방제품

이 쏟아져 나와 있지만, 모카포트가 가진 독창성은 Bialetti사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디

자인 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3)	창조적	융합형

①	전략적	제휴로	사업시너지	도모	Bigpoint12) 

독일의 웹 게임업체 Bigpoint는 대형 게임업체와의 경쟁을 추구하기보다는 게임

개발 아웃소싱과 마케팅 플랫폼 공유를 통한 전략적 제휴로 자사 경쟁력 강화에 힘쓴

다. 유럽 최대 방송 미디어그룹 Pro7Sat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양사의 장점을 공유

하고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한다. Bigpoint는 틈새시장에 불과하던 웹 게임의 잠

재성을 직시하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사보다 조기 진출해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5개 언어를 제공하여 국가를 초월하는 서비스전략을 추진한다. 

Bigpoint사이트, Inflate, 비바리퍼블리카 

②	독보적	기술과	아이디어	제휴	Inflate

영국의 Inflate사는 1995년 창립하여 이벤트 시장에 휴대용 풍선형 건축구조물 

제작으로 많은 상을 받았으며 디자인, 제조능력, 경험에서 더 이상의 경쟁자는 없다고 

자랑한다. Inflate의 제품디자인은 외부 디자이너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풍선형 선물

용품도 개발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제작한다. 

③	간편	송금서비스	‘토스’	Viva	Republica13)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의 간편 송금서비스 ‘토스’는 2015

년 2월 출시와 동시에 화제를 모았다. 비바리퍼블리카는 대한민국 대표 핀테크 기업으

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 송금서비스 시장을 개척했고, 쉽고 편리한 사용 경험

을 제공해 고객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은행의 자동출금(CMS) 기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30초 송금이라는 토스를 개발해 페이팔로부터 4800만 달러를 투자

받는 등 해외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12)월간CEO,	글로벌	강소기업의	특성과	성공	요인,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69호,	CEO	KOREA,	2016.07.22.

13)	https://team.toss.im/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14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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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만족	경영형

①	콜러를	통한	고객감동	우선주의	Zappos14) 

미국의 온라인 신발쇼핑업체인 Zappos는 고객감동경영을 모토로 24시간 내 신

속배송, 실시간 고객지원, 110% 가격보증 등의 고객만족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Zappos는 콜센터 직원을 ‘기쁨을 주는 콜러(Delight Caller)’로 명명하고, 고객과 통화 

시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객과 인간적·감성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주력한다. ‘24시간 고객 상담서비스’와 ‘365일 반품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Zappos, Camper, PHILIPS Healthcare, 쿠팡

②	고객중심	프로세스	혁신	추구	Camper

스페인의 Camper 역시 고객중심 프로세스 혁신으로 세계적인 친환경 신발 브랜

드화를 실현하고 있다. ‘생산자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신시장과 미

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신발제작, 판매업체로 부상하였다. Camper는 고객의 감동

과 신시장의 창출을 목표로 사전기획과 개발·생산·유통의 전 과정에 참여해 품질향

상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했으며 재료의 혁신, 공정의 개선, 새로운 제안과정 등을 통해 

제품의 하자를 발견,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중시하고 있다.

③	환자만족	우선주의	PHILIPS	Healthcare

GE, Siemens와 더불어 세계 3대 의료기기업체 헬스케어기업인 ‘필립스’는 병원에 

의료기기를 소개할 때 기기의 성능이나 스펙을 강조하지 않는다. 최종 고객인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립스의 의료기기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중심으로 홍보한다. 특히 

의료기기와 조명솔루션을 같이 제시함으로써 환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자사의 제품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15)

④	한국의	아마존	coupang16)

국내 최강 이커머스(e-commerce) 업체로 2014년부터 ‘로켓배송’을 캐치프레이즈

(Catch phrase)로 하여 익일 배송을 추구하는 등 업계 최초로 자체 배송서비스를 도입

하였다. 로켓배송은 고객들의 환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물류혁신 시스템이지만 몇 년

째 기업의 적자를 이끄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펼치는 기업정책으로 초창

기 아마존의 사업모델을 고수하고 있다. 

14)	CEO&,	CEO는	기업의	이미지를	투영한다	CEO	Branding,	CEO브랜딩과	소셜미디어	마케팅	6	|	2017년	03월	/	월간CEO,	글

로벌	강소기업의	특성과	성공	요인,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69호	(2016년	7월)	CEO	KOREA

15)	월간CEO,	고객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이미지의	차별화,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75호	(2016년	12월)	CEO	KOREA	2016.12.20.	

16)	https://namu.wiki/w	;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d43c32e4b0edca2cbb37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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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한기업	추구형	

①	Doing	well	by	doing	good.	Interface17)

인터페이스(Interface)는 세계 최대의 미국 카펫타일 제조업체로 2020년까지 

‘미션 제로(Mission Zero)’ 목표를 세우고 원료절약, 재활용, 효율제고를 위한 공정 및 

제품 재설계뿐만 아니라 경제성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투자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수익과 환경영향을 동시에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큰 성과

를 거두었다. 포춘지의 ‘미국 최고의 친환경 CEO(America’s Greenest CEO)’, 타임지

의 ‘환경을 구한 영웅들(Heroes of the Environment)’에 선정되었다. 

Interface, Method, Daimler AG

②	마셔도	안전한	세제	Method18)

메소드(Method)는 차별화를 통해 미국 1위의 친환경 세제회사로 성장하면서 세

제 업계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는 별명을 얻었다. 메소드의 세제원료는 95% 

코코넛오일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마셔도 괜찮은 안전한 세제로 

유명하다. 메소드의 경영 프로세스는 ‘People Against Dirty’라는 존재의 이유에서 

출발하며,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학을 판다’는 기업 철

학을 가지고 있다. 

③	친환경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Daimler	AG19)

다임러(Daimler)는 1991년 브라질 아마존 우림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생

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POEMA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다임러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

니라 기술 및 연구지원을 제공하여 자체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영향을 줄였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코코넛 파이버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농부들에게 교육하

여 생산량을 4배로 증가시키는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환경개선,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 브라질 빈농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속가능 성장 등 여러 측면에 기여하

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금까지 ‘글로벌 강소기업’을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①CEO 역량형(GoPro, 

DJI, Oculus, 야놀자) ②디자인 혁신 추구형(dyson, SENZ, Bialetti S.p.A) ③창조 

17)	월간CEO,	지속가능성장=비용	VS	지속가능성장=기회,	김정훈,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81호	(2017년	7월)	CEO	KOR

EA	2017.07.10.	

18)	임지아,	존재의	이유가	있는	기업이	다름을	만든다,	LG	Business	Insight	2014.04.02.	

19)	월간CEO,	지속가능성장=비용VS지속가능성장=기회,	김정훈,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81호	(2017년	7월)	CEO	KOREA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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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형(Bigpoint, Inflate, Viva Republica) ④고객만족 경영형(Zappos, Camper, 

PHILIPS Healthcare) ⑤착한기업 추구형 (Interface, Method, Daimler AG)으로 

총 16개의 기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각자 고유의 기업 철학과 지속

가능성 추구를 위한 독특한 브랜드(기업)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 철학과 브

랜드 전략을 국내 스타트업이 자신의 기업 철학 만들기와 더불어 브랜드 전략에 접목시

켜 자신만의 독특한 브랜드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절에서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의 하위 요소인 트렌드, 소비자, 브랜드를 통해 마케팅 관점에서 브랜드 이미지 구

축의 방향성을 논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브랜드 전략으로 트렌드 연구, 소비자 연구, 브랜드 연구 3파트로 분류

하여 마케팅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①트렌드는 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로써 우리

는 세계굴지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디지털시대로 변화하는 트렌드를 무시하는 기업경영으

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②정보화 사회로부터 시작된 컴퓨터 매

개 커뮤니케이션이 소셜미디어의 폭발적 확장으로 소비자 행동모델을 변화시켰다. 따라

서 소비자는 소셜미디어 정보로 무장한 똑똑한 소비자, 제품과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

면 가차 없이 돌아서는 변덕스러운 소비자, 자신의 가치기준에 맞는 소비를 추구하는 가치

지향 소비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소비자의 특성을 사례와 제시하여 살펴볼 것이다. 

③기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해답으로 아커는 브랜드를 말한다. 이러한 브랜드

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면 기업의 목적인 수익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신의 브

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브랜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타깃팅, 포지셔닝, 아이덴

티티를 통해 브랜드 홍보 전략의 사례를 제시한다.

가. 트렌드 연구

트렌드(Trend)는 경향, 동향, 추세 또는 단기간 지속되는 변화나 현상으로써 사회적 

가치관과 시대정신이 반영된 사회현상이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

술 등에서 빚어내는 트렌드를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트렌드 예

측에 매진하는 이유는 기업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회사 e마케터의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실태에 관한 리

포트에 따르면 SNS의 세계 이용자 수는 2017년 24억 6000만 명으로 지난해 22억 8000만 

명에서 약 8%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SNS 이용자 수는 세계 전체 인구의 1/3로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의 71%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20).

2.

브랜드	마케팅	전략

20)	중앙일보,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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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SNS 이용자 수 추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등 SNS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IT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의 

필요성과 더불어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심리에 근거

한다. 여기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바일 시대가 도래했고, 사람들은 좀 더 쉽고 편리

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미리 읽어

내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하며 선보

인 결과 SNS는 이제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가상의 공간이 되었다.21)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다음의 4가지 유형 ①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 O2O(Online to 

Offline) 마케팅 ②소셜미디어의 핫 이슈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 ③전문성을 앞

세운 B2B 비즈니스 코피티션(Coopetition) & 하이퍼코피티션(Hyper-Coopetition) 

④미래 산업 Industry 4.0을 중심으로 기업 사례를 통해 트렌드를 이야기한다.

1)	O2O(Online	to	Offline)	마케팅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며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

타일(Life style)을 바꾸는 등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한다. 2002년 

IBM의 최고경영자 샘 팔미사노(Sam Palmisano)가 처음 사용한 온디맨드 경제(On 

Demand Economy)22) 는 단순히 높은 품질의 서비스나 상품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끔 만드는 역할까지 포함한다.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잇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비

약적인 발전에 따라 온디맨드 경제로의 구조전환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숙박공유 플

랫폼 에어비앤비(AirBnB), 인터넷 종합쇼핑몰 아마존(Amazon), 교통중개서비스 우

버(Uber) 등이 온디맨드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23)

21)	월간	CEO&,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	트렌드가	보인다,	2017년	09월	

22)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나	제품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고객의	수요에	따라	기업이	

공급을	결정하는	것.	

23)	월간	CEO&,	수요에	따른	공급의	메커니즘	Trend	Focus,	On	Demand	Economy	|	2018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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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디맨드 기업유형 airbnb, amazon, Uber

국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세계적이므로 O2O 산업의 성장에 더할 나

위 없는 토양을 갖춘 시장이다.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

은 음식배달 앱, 카카오택시 앱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면서 소비자 중심시장으로 소비문화가 이동하는 데 일조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

장 자체 규모에서 오프라인 시장은 온라인 시장의 약 7배에 달하고 있어 기업들은 온·

오프라인 시장을 결합하고자 한다.24)

O2O 마케팅의 성공은 어떻게 고객을 유인하는가가 성공의 관건인데 답은 고객 경

험기반의 스토리텔링에 있다고 한다. 쿠폰전송, 가격할인 정도는 평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경험이라는 개인화된 스토리를 담아야 하며, 경

험이 재방문을 높이는 시너지 역할을 한다. 팽창하는 O2O 시장을 염려하는 시선은 실

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의 시장규모는 2011년 500억 위안에서 2015년 4600

억 위안일 정도로 확장되었지만 폐업한 스타트업이 40%였다고 한다. 따라서 제대로 준

비된 마케팅에 집중해야 한다.25) 정보유통이 용이한 온라인의 장점을 살리고 실제 소비

와 구매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체험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사이렌오더 & 자일로 밴드

최근 O2O 서비스로 인기 있는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Siren Order) 서비스’는 커

피를 마시러 가기 전에 모바일 앱으로 내가 선택한 매장에 제품을 주문하면 주문내역

이 전송되는 서비스이다. 주문을 위해 매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주문한 커

피를 받을 수 있어 현재 스타벅스 주문 건 중 약 13%를 차지한다. 

24)	월간	CEO&,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치밀한	공생관계	Marketing	story,	O2O	Marketing	|	2018년	05월	

25)	DBR,	차별화된	경험을	선물하라.	O2O마케팅은	거기서	시작된다	|	비즈니스인사이트,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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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명밴드 콜드플레이는 관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한다. 2012 Mylo 

Xyloto world tour 콘서트가 단연 으뜸이었다.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자일로 밴드’가 

환상적인 빛의 축제를 제공하였다. 손목밴드 속 LED 조명은 여러 가지 플래시 패턴을 

가지고 있어 중앙제어를 통한 빛의 퍼레이드 쇼를 꾸밀 수 있어 환상적인 콘서트를 만

들었다. 

2)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

소셜미디어 시대에 두각을 나타내는 마케팅이 입소문, 구전 등으로 말하는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SNS의 제품 후기에 따라 제품구매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광고에 대한 거부감 증가와 TV나 신문 등 기존 매스미디어 

우선 추세가 줄어들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고객과 적극적인 소통이 가

능한 SNS를 활용하고 있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한 마케팅 방식은 기존의 

유명 모델을 기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은 적고, 홍보 효과는 커 2010년 후반부

터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로그, 수십만 명의 팔로워(Follower)를 

가진 SNS 사용자, 그리고 1인 방송을 진행하는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

스를 홍보하는 데 유용하다. 그 가치와 파급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으며 2019

년이면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의 규모가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6)

소비자가 경험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몇 개의 해시태그와 후기로 이를 평가하

는 시대에는 평판과 입소문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한다. 몇 년 전 품절 대란을 일으켰

던 허니 버터칩과 바나나맛 초코파이는 온전히 입소문을 통해 그 열풍을 주도했던 버

즈 마케팅(Buzz marketing) 사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홍보·

광고비 절감과 더불어 즉각적인 움직임이 구매로 연결되는 매력적인 요인 때문이다.27)

이렇게 매력적인 효과의 뒷면에는 한 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입소문으로 번지면 되돌리

기 어려우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정보의 대칭성이 가

져온 기업의 위기 요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과 접점을 만들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

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나므로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다음의 사례

에서 입소문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대륙의 실수’라며 중국의 샤오미(小米)를 비하하여 붙인 별명이다. 프로

그래머 출신인 창업자 레이쥔은 가격 혁신을 주도하며 스마트폰 사업 진출 4년(2011년 

출시)된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MIT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2015년 ‘가장 스마

트한 기업 50개’ 중 1위의 앨론 머스크의 테슬라 모터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28) 드론

의 대표주자 DJI는 소비자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선보이는 쇼케이스 사이트(Showcase 

Site)를 운영하면서 사용자들의 입소문을 적극 활용하여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였다. 

26)	월간	CEO&,	입소문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다	Online	Marketing	|	2018년	02월	

27)	월간	CEO&,	평판과	입소문,	마케팅의	성공을	좌우한다,	Online	Marketing,	Buzz	marketing	|	2018년	06월	

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5113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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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야놀자는 소비자에게 숙박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에게 운영 노하우를 공유케 하는 

숙박업소 이용 후기 카페를 운영하면서부터 지금의 야놀자 사업모델이 본격적으로 상

승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한다. 

3)	코피티션(Coopetition)	&	하이퍼코피티션(Hyper-Coopetition)

국제신용평가기관 S&P에 의하면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이 1920년대는 67년에

서 현재는 15년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점점 빠르게 변해가는 트렌드와 쉴 새 없

이 등장하는 신기술로 인하여 기업의 수명 단축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은 치열

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로 코피티션(Coopetition)29)의 길을 택

하고 있다. 해외 IT스타트업의 M&A(Mergers & Acquisitions)나 기업의 합종연횡은 

뉴스를 통해 코피티션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패스트 패션업체 유니클로(Uniqlo)는 ‘히트텍(Heattech)’과 ‘에어리즘(AIRism)’

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비결의 섬유 소재 공급업체가 ‘도레이(Toray)’이다. 

도레이는 유니클로에 1998년 플리스(Fleece)용 원단을 공급하면서 20여 년 파트너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고 소재개발에서 판매까

지 양사(兩社) 간 시스템을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략적 코피디션

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클로 VS 도레이

이러한 B2B 코피티션의 목적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수

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이얼에 가전부문을 매각한 GE, 레노버에 PC 사업을 매각한 

IBM도 레드오션화되는 B2C 사업을 유지하기보다는 과감하게 B2B 중심으로 사업구

조를 전환하였다. 최근 B2B 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이 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이다. 콜라보레이션은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들이 공

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정마다 치열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는 협력적 방식이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모여 파트너십을 맺고 콜

라보레이션을 통해 최고의 상품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30)

한발 더 나아가 적과의 동침이 이루어지는 하이퍼코피티션(Hyper-Coopetition)

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누구와도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 규모, 지역 등 모든 

29)	협력과	경쟁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업	간	협력적	경쟁관계를	뜻한다.	

30)	월간CEO,	신흥기업들의	차별적	사업방식,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69호	(2016년	7월)	CEO	KOREA	2016.07.22.	



356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357 일곱, 브랜드분과

조건을 초월한 하이퍼코피티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

다. 수년 전부터 ‘5G 자율주행동맹’이라는 자동차업계와 이동통신사 간 전략적인 파트

너십 체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019년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열겠다는 

자동차업체들의 목표와 2019년 5G 이동통신을 조기 상용화시키겠다는 이동통신업체

들의 목표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중국의 IT기업 치한과기(旗瀚科技)는 가정용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인 산

봇나노에 아마존의 AI 플랫폼 알렉사(Alexa)를 적용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플랫폼 코타나를 아마존의 알렉사와 상호 연동되도록 제휴하는 등 이러한 초연결성

(Hyper-Connection)과 초지능화(Hyper-Intelligence)라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

드는 현실이 되어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31)

4)	Industry	4.0

미래에 인간은 인공 뇌(artificial brain)와 클라우드 뇌(cloud brain)와 생물학적 

뇌 등 3개의 뇌를 갖게 될 것이다. 인공 뇌는 생물학적 뇌에 인공지능을 연결, 접속, 통합

하면서 자신의 뇌처럼 사용하게 되고, 클라우드 뇌는 생물학적 뇌가 인터넷 공간에서 서

로 연결되고 공유하는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기술

로 이루어질 것이다. KT의 인공지능 스피커 ‘지니’,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 ‘Alexa’,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 ‘Watson’ 등은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기업은 자신

들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이라는 이미지로 포장해서 팔고 있다. 아마도 

곧 어느 스마트폰의 지능이 더 뛰어난지를 경쟁하는 때가 올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달

에 해외 출장을 갈 예정이라고 일정을 입력하면, 스마트폰이 내 성향에 맞춰 비행기나 호

텔 숙박 일정을 추천해 주고, 언제 어떻게 구매해야 가장 저렴한지도 안내해 줄 것이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이 좋아할 선물은 어느 공항, 어느 매장에 있는지도 알

려주는 서비스 등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을 구매하는 것이다.32)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실제로 미국의 ‘오비털 인사이트(Orbital Insight)’라는 스타트업은 인공위성이 포

착한 주요 산유국 원유저장탱크 주변 이미지 변화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해독해 국

제원유가격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원자재 수급파동 

31)	월간CEO&,	4차	산업혁명	문턱	넘는	필수전략,	하이퍼	코피티션,	Focus,	Hyper	Coopetition	|	2018년	04월	

32)	월간CEO,	제4의	물결,	지능을	구매하는	시대가	온다,	김정훈,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78호	(2017년	4월)	CEO	KOREA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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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가격변동 폭을 예측함으로써 기업의 생산 활동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

가와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도 경제적 불확실성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경제위기에 대비

하면서 경제적 이득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존은 2013년 12월 ‘예측배송(Anticipatory Shipping)’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소비자의 미래 구매를 예측하고, 소비자가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배송을 

준비해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측배송’을 통해 아마존은 재고관리와 물류비용

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자신의 유통 생태계 속으로 끌어들이

려는 것이다. ‘인지’ 컴퓨팅 기술과 ‘인지’ 비즈니스가 향후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업로드되는 SNS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분석하면,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시간, 장소, 상황, 방식으

로 이용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텍스트 기반 SNS 데이터에서는 세상 사람들

의 보편적인 관심과 걱정거리는 물론 자사 상품에 대한 반응과 개선 아이디어를 지역, 

시장, 세대, 직업, 소득 등을 세분화해 추출할 수 있어 고객이나 시장의 인사이트(Insi

ght)를 인공지능의 힘으로 찾을 수 있다33). 창업컨설턴트 이형석은 편의점을 분석하던 

중 ‘고한’이라는 낯선 지명에 주목했다. 이 지역 11개 편의점의 평균 매출액이 1억4700만 

원으로 전국 최상위권이었다. 이는 카지노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의 카지노 난민들이 이

러한 현상을 만든 주인공이었다.34) 이러한 현상을 찾아주는 인지 컴퓨팅 기술은 비즈

니스의 과학화를 여는 새로운 트렌드이다.

나. 소비자 연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정보 비대칭성을 허물면서,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

격으로 구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로 무장한 소비자들의 마

음을 잡으려는 기업 간의 경쟁은 한층 더 뜨겁다. 스타트업이 데스벨리(Death Valley)를 

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 관점이 아니라 생산자 관점에서 제

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하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白戰不殆)’라는 말을 인용함은 소비자를 모른다

는 것은 적을 모르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과 같으므로 소비자 연구의 장을 마련하였다. 

소비자들의 특성은 정형화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연령, 성별, 소득, 라이프스타일 

등)하고, 사회현상에 따라서도 변화하는 등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오늘날의 소비자는 똑똑하고, 변덕스럽고,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Kotler, Keller, 2012; 이종철, 2018; 김정훈, 2017)’는 

33)	월간CEO,	인지(認知)	비즈니스가	대세다,	김정훈,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81호	(2017년	7월)	CEO	KOREA	2017.07.10.	

34)	http://biz.chosun.com,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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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견이 없다. 이러한 요즘 소비자들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장점보다는 제

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다른 소비자들의 의견에 따라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등 SNS

를 통한 입소문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트렌드에서도 소개되었던 버즈 마케팅(Buzz Mark

eting)은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 덴츠가 정의한 

소셜미디어 시대의 소비자행동모델(주목→흥미→검색→구매→공유)+(공감→확인→참

가→공유&확산)에서 검색을 통한 구매 활동을 넘어 공감이라는 요인이 작용해야 한다

는 점이다. 이는 SNS 이용 후기 입소문 검색을 통해 이에 공감한 소비자가 구매 활동을 한

다는 요즘의 소비자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뉴욕대의 시난 아랄 교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고문에서 ‘Viral Product’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전염성을 지닌 제품’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입소문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쉽게 확산되어 다른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으며, 제품 자체에 소셜미디어와 친화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제품 확산의 효과가 높다

고 주장하였다. 와튼 스쿨의 조나 버거 교수는 전염성을 지닌 제품의 특성을 Social Curr

ency(사회적 화폐), Triggers(계기), Emotional Impact(감성), Visibility(시인성), Pract

ical Value(실용적 가치), Stories(이야기) 요소라고 정의했다.35) 조나 버거 교수가 말하는 

전염성이 강한 제품속성 6가지 요인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를 

공유(Social Currency),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을 공유(Triggers),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 주제를 공유(Emotional Impact), 눈에 잘 띄는 것을 모방하고 공유(Visibility), 

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Practical Value), 흡입력 강하고 흥미진진

한 이야기를 공유(Stories)하는 등 소셜미디어 시대의 소비자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전염성 강한 제품의 속성

*출처:	허지성,	김국태(2015),	취향과	체험	전염성	있는	브랜드	만든다,	LG	Business	Insight,	2015.07.22.

초연결사회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취향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에 반

영한 브랜드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적극적

으로 추천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역할을 하면서 브랜드의 성공을 돕는 시대가 

35)	허지성,	김국태(2015),	취향과	체험	전염성	있는	브랜드	만든다,	LG	Business	Insight,	2015.07.22.

전염성	강한	제품	속성 의미

Social	Currency(사회적	화폐) 사람들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를	공유한다.

Triggers(계기) 사람들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을	공유한다.

Emotional	Impact(감성)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	주제를	공유한다.

Visibility(시인성)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것을	모방하고	공유한다.

Practical	Value(실용적	가치) 사람들은	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한다.

Stories(이야기) 사람들은	흡입력	강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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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이러한 소비자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Z세대’

는 입소문을 주도하는 등 소비 활동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디지털 세대로 대표되는 

Z세대는 사회적 사안에 대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자

신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36)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은 ‘양날의 검’과 같아 부정적

인 입소문이 걷잡을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업의 긍정적인 입소문 

확산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채널의 급속한 확산과 퇴조의 쏠림현상은 매

체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함에도 소셜미디어에서의 입소문 마케팅은 리소스(Resou

rce)가 빈약한 스타트업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마케팅 툴(Tool)이다.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소비자는 똑똑하고, 변덕스럽고, 가치소비를 

추구한다는 명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성향을 마케팅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1)	스마트한	소비자

소셜미디어 시대의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푸시(Push) 방식의 마케팅 기법이 무력화

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광고 메시지에 젖어 들도록 하면

서 동시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를 찾도록 끌어당기는 풀(Pull) 전략 방식을 써

야 한다는 것이다.37)

따라서 스마트슈머(Smartsumer)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기

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한 넛지(Nudge)이론은 행동주의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

(Richard H. Thaler) 교수의 소변기 안의 파리는 유명한 사례이다. 자연스럽게 소변기안

의 파리를 조준하면서 소변이 밖으로 튀는 것을 줄여주는 효과, 즐겁게 걸으며 건강을 지

켜주는 피아노계단, 반드시 쓰레기를 골인시키고 싶어지게 하는 농구 골대 휴지통, 안전

벨트를 매면 무료 와이파이(Wi-fi) 사용이 가능해지는 택시, 쩍벌남의 다리를 모아주는 

지하철 좌석 밑의 발 모양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넛지 이론을 효과적으로 적용한 사례

들이다.

넛지마케팅 사례  

또한 스마트슈머가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존 경제학의 

전제를 뒤집으며 이들이 사회적·심리적 요인 때문에 비합리적인 선택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1 상품을 구매하거나, 500원을 추가하면 빅 사이즈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36)	월간	CEO&,	기업의	핵심가치를	CSR	활동과	연계시켜라	CSR	Trend	|	2018년	4월	

37)	DBR(동아비즈니스	리뷰),	디지털시대의	가격방식	원하는	만큼	지불하시오,	240호,	2018년	1월	Issu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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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는 등의 행동은 이익을 봤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취하는 선택이다. 식당 메뉴판

에서 가격이 비싼 메뉴를 제일 위에 기재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점점 저렴해지도

록 배치하는 방식들이 비교심리를 자극하여 구매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때로는 맛있는 커피를 파는 카페보다 셀프카메라 사진이 잘 나오는 카페가 더 인기 있다

던가, 혜택이 많은 카드보다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를 더 많이 꺼내게 되는 행동

도 넛지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38)

디지털시대 스마트슈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CSR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및 위험관리 

차원에서 필수라는 인식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CSR 활동으로 세계

적인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기업들은 할리우드 배우 제시카 알바의 유아용품 제작사 

‘어니스트컴퍼니’, 대표적인 동물실험반대 브랜드 ‘더바디샵’, 올바른 음주문화를 위한 캠

페인을 추진한 네덜란드 맥주회사 ‘하이네켄’, 신발 1켤레를 구매하면 1켤레는 빈곤국에 기

부하는 운동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로 부상한 미국 신발업체 ‘탐스슈즈’ 등이 대표적이다.  

어니스트컴퍼니, 더바디샵, 하이네켄, 탐스슈즈, 오뚜기식품

Z세대는 입소문을 주도하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환경과 사회적 이

슈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세대이다.39) 기업은 이러한 Z세대를 잡기 위해 이들의 특성이나 

소비 행동의 변화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 달 전 뉴스에 등장하여 ‘갓

뚜기’ 별칭을 얻은 오뚜기는 상속세 전액 납부, 30년 가까운 심장병 어린이 후원 활동, 마트 

시식 사원까지 정직원으로 채용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착한기업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반면 경쟁사인 농심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꾸준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2011

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국내라면 판매량을 보면 업계 1위인 농심이 67.5%에서 

55.8%로 하락한 반면 오뚜기는 10.3%에서 22.4%로 상승했다. 농심은 수년간 연 30%가

량의 마케팅 비용을 늘려 제품을 홍보했지만, SNS를 타고 퍼져나간 오뚜기의 미담 입소

문이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하였다.40)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과 품질만으로 구매 

행동이 이루어지기보다 그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은주, 김동현, 최한아(2017)는 뇌 자기공명영상법을 이용하여 제품광고 시 공정무

역 혜택의 잠재 수혜자인 간접교환자(노동자)의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럭셔리브랜드와 패스트 패션브랜드 모두에서 간접 교환자들을 

38)	월간	CEO&,	똑똑해진	소비자의	마음	사로잡는	은밀한	기술,	Marketing	Story,	Nudge	Marketing,	2018년	4월	

39)	월간	CEO&,	기업의	핵심가치를	CSR	활동과	연계시켜라	CSR	Trend	|	2018년	4월	

40)	월간	CEO&,	똑똑해진	소비자의	마음	사로잡는	은밀한	기술,	Marketing	Story,	Nudge	Marketing,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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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었을 때 뇌 활성화 반응이 나타나며 구매 행동이 약 5~10%씩 증가하는 반응을 보

였다. 소비자의 무의식적 감성 자극에 단순 노출만으로도 구매 욕구를 보임으로써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선호하며 오래 기억하고자 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41)

Schmitt(2013)는 오늘날의 소비자들이 마케팅의 홍수 속에서 점점 더 기업 마케팅

활동에 무감각해지고 있어 기업은 5대 체험요소인 감각·감성·관계·지성·행동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

다.42) 이러한 체험기반의 마케팅은 온라인상으로는 불가능한 체험의 영역을 오프라인에

서 경험하게 함으로써 강렬한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특색 있는 이벤트 

활동이다.

홀리스터 매장, 애플스토어, 러시매장, 도미노피자 마이키친 앱

쇼핑의 재미를 추구하는 플레이슈머(Playsumer: Play+Consumer)의 증가와 더불

어 매장에서도 고객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의류 브랜드 ‘홀리스터

(Hollister) 매장’은 어두운 조명과 비트가 강한 실내음악을 틀어 단순히 옷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쇼핑하면서 큰 음악 소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클럽에 온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애플 스토어’는 데스크마다 마련된 애플 기기들을 써보며 놀다가 필요한 제품을 구

입하게 한다. 

영국의 화장품 업체 ‘러시(Lush)’는 10년(2002년~2011년)간 10배의 매출 증가와 전 

세계 49개국에 진출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브랜드의 진정성을 소비자의 직접

체험으로 보았다. 말린 살구, 건포도, 해조류, 오트밀, 팥 알갱이 등이 그대로 제품에 들어

있어 비누표면이 울퉁불퉁함을 콘셉트(Concept)로 하였다. 또한 매장을 전통 식료품 시

장 콘셉트로 하여 가공제품이 아닌 천연재료를 구입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도미노피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직접 토핑을 선택하고 그 레시피를 저장 및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마이 키친’ 앱을 선보였다. 이 앱을 통해 소비자들은 도우, 소스, 토

핑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사진은 실감 나는 3D로 표현되며, 토핑을 뿌릴 때는  

스마트폰을 흔들어야 하는 재미도 선사한다. 자신이 만든 피자에 이름까지 직접 짓고 

SNS로 공유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41)	이은주,	김동현,	최한아(2017),	지속가능소비를	촉진하는	감성	뉴로마케팅:	대면효과의	기능성	뇌	자기공명영상	연구,	한국

마케팅협회,	2017,	Vol,	32	(November)	43~56.	

42)	LG	Business	Insight,	2012	;	글로벌디자인인사이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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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덕스러운	소비자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브랜드를 무작정 추종하지 않는다. 더 나은 가치를 제

공하는 경쟁 브랜드나 실망스러운 고객서비스를 받으면 언제든지 매몰차게 돌아선다.43)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액센츄어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글로벌 고객들이 자

신이 사용하던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로 이동했다. 따라서 고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고객이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는 락인

(Lock-in) 전략과 더불어 작지만 고객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 이탈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 고가이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제품을 사지 않

고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 등이 락인(Lock-in) 마케팅 전략의 사례이다. 

아마존은 태블릿 PC인 킨들 파이어(Kindle Fire)의 특정 모델 구매고객들에게 메이

데이(Mayday)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리 등록을 마친 고객은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나 여

러 가지 이슈 발생할 시 24시간 메이데이 버튼을 누르면 15초 이내로 아마존 ‘테크어드바

이저(Tech Advisor)’와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테크어드바이저는 고객의 태블릿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방법에 관해 설명해주고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 준다. 이러한 서비

스는 국내에서도 일반화된 서비스로 정착되어 있다.

킨들파이어, 테슬라 자동차, 인앤아웃버거, 머드진스 

전기차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테슬라는 자동차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

기 때문에 운전자보다 더 빨리 차량 상태를 파악한다.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테크어드바이저와 연결하여 원격으로 문제의 원인을 밝혀낸 후,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

에 자동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전송해 준다. 서비스센터는 고객에게 전화로 문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를 지원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44)

인앤아웃버거는 최고의 맛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매장에

는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없으며 남은 재료는 전량 폐기한다. 타 경쟁사와 달리 메뉴도 

햄버거 세 종류, 프렌치프라이, 밀크셰이크, 소다 음료가 전부이다. 또한 주문과 동시에 

요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햄버거를 먹기 위해선 평균 12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빠르지 

않은’ 패스트푸드점이다.45)

청바지를 구매하는 대신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입는 이른바 청바지 공유경제 트렌드

와 접목한 ‘청바지 대여 프로젝트’를 2013년 론칭한 네덜란드의 머드진스(Mud Jeans)에 

43)	이진상,	증가하는	플레이슈머(Playsumer)	소비에	재미를	더한다,		LG	Business	Insight	2015.04.29	

44)	이진상,	고객들의	변덕이	심해지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2015.09.09.

45)	임지아(2014),	존재의	이유가	있는	기업이	다름을	만든다,	LG	Business	Insight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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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갈수록 뜨겁다고 한다. 론칭 후 3년이 된 2016년, 5000명의 고객

이 빌려 간 청바지를 반환했고 이 가운데 3000벌은 새 청바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

로 재활용한다. 머드진스의 창업자인 베르트 반 손은 이익 창출 대신 환경보호에 더 큰 방

점을 두고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46)

3)	가치지향	소비자

스탠퍼드 대학의 이타마르 시몬슨 교수는 ‘절대가치’라는 저서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 결정 시 다양한 제품 리뷰, 다른 사람들의 사용 경험 등을 통해 제품 가치를 객관적

으로 평가하는 절대가치를 기반으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하였다.47) 

이러한 절대가치 중심의 사례를 ‘블루보틀 커피’와 ‘할리 데이비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블루보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소비자는 2시간 이상을 기다려준다. 커피 

애호가인 제임스 프리먼이 2002년 샌프란시스코에 작은 가게를 열고 손님이 커피를 주문

하면 그때서야 커피콩을 저울에 달고 갈아서 한잔 씩 만드는 핸드드립 방식을 고수하며 

가격도 스타벅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입소문이 나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커피 애호가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서 유명인들의 단골집이 되었다. 블루보틀 

커피의 블렌딩 프로세스로는 사업규모를 키우거나, 수익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프리먼은 블루보틀 원두를 다른 커피숍에 공급하는 B2B 사업을 확대하여 수익성 확보

에 성공한다. 타 매장에서는 ‘우리는 블루보틀 커피에서 제공하는 원두를 씁니다’라는 안

내 문구 자체로도 소비자들이 커피숍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블루보틀 커피, 할리 데이비슨

경영학자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는 “사랑받는 기업만이 21세기 경영환경에서 지

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EU 보복관세로 번지면서 유

럽 수출 관세가 5배 오르게 되자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폭탄선언을 한 남자들의 로망 

‘할리 데이비슨’은 마니아(Mania)층이 형성돼 있다. “똑같은 할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

다”는 말처럼 고객들은 할리 데이비슨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한다. 이는 커스터마

이징(Customizing)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할리데이비슨을 꾸밀 수 있

기 때문이다. 고객들에게 단순한 모터사이클이 아닌 ‘자유와 개성’이라는 특별한 의미와 

경험을 제공한다. 할리 데이비슨 본사가 1983년 경영악화로 도산위기에 직면했을 때 

46)	한국경제매거진,	환경으로	대박	친	네덜란드	스타트업,	제	1072호,	2016년	06월	15일	

47)	허지성,	김국태,	취향과	체험,	전염성	있는	브랜드	만든다,	LG	Business	Insight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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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 마니아들은 자발적인 모임을 갖고 ‘할리 데이비슨 구하기’에 나섰다. 이들은 어려운 

회사 사정을 알리고 적극적인 구매 운동을 전개하였다. 1984년에는 처음으로 랠리를 개

최했는데 이것이 미국인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할리 데이비슨 회생의 전환점이 되었

고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다.48) 브랜드 가치의 위력이 여기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브랜드(Brand) 연구

1)	브랜드	이야기

산업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바로 제품과 함께 성숙해 가

는 소비자의 인식 즉, 브랜드 이미지 문제이다. 요구(Needs)보다 마음에 들어서 갖고 싶은 

욕구(Wants)에 의한 제품구매 경향이 나타난다. 소비자는 당장 필요치 않더라도 마음이 

동해 찾게 만드는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마케팅에서는 시장 점

유율보다 소비자의 마음 점유율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한다.49) 시장을 지배하기 위

해 경쟁하기보다는 소비자의 머릿속에 ‘왜? 이 브랜드의 제품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이

유와 명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 마케팅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법이다. 우리는 브랜

드 연구에서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와 명분만들기’를 이야기할 것이다.

Aaker(1996)는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해답으로 브랜드

를 말한다.50) 다음의 브랜드 정의에서 우리는 브랜드의 역할을 엿볼 수 있다. 미국마케팅

협회(AMA)는 브랜드란 개인이나 단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특징짓고 이들을 경쟁자의 재

화와 서비스로부터 차별화시킬 의도로 만들어진 이름, 용어, 사인, 심벌이나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lbin Achenbaum(1993)은 브랜드가 상징하는 것은 

브랜드화되지 않은 다른 제품과 구별시켜 주며, 브랜드에 자산을 부여해 주는 것은 제품

의 속성과 그 속성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브랜드 네임과 그 브랜드 네임이 무

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 그리고 그 브랜드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

는 인식과 감정의 총합51)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브랜드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identify),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하여(distinguish), 소비자의 마

음속에 가치 있게 느끼게 하는(value-create), 경험적 상징체계(experimental symbol

ic system)를 말한다.52)

일반적으로 브랜드 로열티 형성과정은 소비자가 어떤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인지

도와 함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형성되고, 브랜드 신뢰도

48)	임지아(2014),	존재의	이유가	있는	기업이	다름을	만든다,	LG	Business	Insight	2014.04.02.	

49)	유미연,	고객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이미지의	차별화,	LG	Business	Insight	2015.09.16.	

50)	Aaker,	David(1996),	Building	Strong	Brand	(New	York:	The	Free	Press),	p.13.	

51)	Alvin	A.	Achenbaum(1993),	The	Mismanagement	of	Brand	Equity,	ARF	Fifth	Annual	Advertising	and	Promotion	Workshop.	

52)	김정현(2006),	브랜드	자산	관리,	서울:	머큐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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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되면서 구매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매 프로세스가 브랜

드 로열티와 더불어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된다. 전호성

(2007)은 그의 연구에서 브랜드 파워의 장점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말한다.53) 첫째, 고객 

확보에 도움을 주고 둘째,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고 셋째, 프리미엄 가격을 형성하며 넷

째, 후광효과를 누리고 다섯째, 유리한 협상력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파워 브랜드

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 확보와 더불어 프리미엄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점

에서 매력적이다. 또한 파워 브랜드는 주식시장에서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여 준다. 이에 

기업은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와 호의적인 관계 형성에 주력하면서, 소비자의 니즈와 원트

에 끊임없이 부응해 나갈 때, 서로 간의 신뢰가 생기면서 브랜드 파워가 형성된다. 

파워 브랜드 형성요소

*출처:	Interbrand(2006),	the	2007	Brand	Marketers	Report-Interbrand's	Annual	Survey	on	Brands	and	Branding,	Interbrand.	

기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브랜드 관리의 문제점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2006년 인터브랜드에서 세계적인 파워 브랜드의 브랜드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파워 브랜드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36%의 전문가들이 압도적으

로 지속성(Consistency)을 꼽았다. 다음으로 소비자 이해(Understanding of Custom

er)가 18.2%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브랜드의 단명화 원인을 소비자의 조

급증이나 싫증에 의한 결과54)라고 치부하며 인터브랜드와 상반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

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기업의 브랜드 PR 활동에서 파생되는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활동 경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한다. 많은 경우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

도가 형성될 때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형진(2007)은 기업의 단기 성과주의와 조급증을 지적하였다. 

53)	전호성(2007),	브랜드	전략의	개발	및	실행	방안,	강원광장,	강원발전연구,	Vol.74,	2007.	1/2월	

54)	Interbrand(2006),	the	2007	Brand	Marketers	Report-Interbrand's	Annual	Survey	on	Brands	and	Branding,	Inter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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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기업이 세련된 디자인의 CI(Co

rporate Identity)·BI(Brand Identity) 제작 열풍이 불었다. 그 후 1990년대 글로벌 경쟁

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CI 리뉴얼(Renewal)이 있었다. 이즈음 우르과이라운

드(UR) 체결로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라 브랜드 

저작권, 상표권 등 표절 브랜드 디자인이 대거 법적 분쟁을 겪었다. 이러한 격변기를 거친 

1990년대 이후 중국과의 교역이 개방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과 더불어 표절로 인한 저작

권, 상표권 분쟁은 되풀이되고 있다.  

상표권 분쟁사례 

인터넷으로 연결된 글로벌 세상에서 브랜드 관리는 필수요건이다. 내 브랜드를 타사

가 모방하여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브랜드 이미

지는 무너지는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매일 보는 심벌

도 잘 기억해 내지 못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UCLA 앨런 카스텔(Alan Castel) 교수와 연구진은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애플로고

를 그리게 하는 실험을 했다. 많은 학생들이 애플제품인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정확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험결과, 로고를 제대로 그린 참가자

는 단 한 명이었다. 원본을 약간씩 변형해 여러 개의 로고들을 제시한 실험에서도 진짜를 

골라낸 정답자는 절반 미만이었다.55) 이렇듯 인간의 기억력은 불명확하여 법적 보호를 받

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워런 버핏은 “신뢰가 만들어지는 데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56)고 하였다. 

2)	브랜드	전략

요즘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과 좋은 서비스는 당연한 필수요인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 된다. 우

승우 & 차상우(2017)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은 자신들

만의 색깔을 내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사업전략이 곧 브랜드 전략이라는 

명제를 제시하며 사업 시작부터 브랜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57)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집

중과 선택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사업전략이 곧 브랜드 전략이 되어야 하는 환경적 요인 때

문에 스타트업 브랜드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색깔과 더불어 고객으로부터 절대

가치를 지닌 브랜드로 인지된다면 성공 비즈니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55)	하버드비즈니스	리뷰,	매일보는	로고도	잘	기억나지	않는	이유,	앨리슨	비어드,	2015년	6월호		

56)	http://biz.chosun.com,	2018.03.05.	

57)	우성우.차상우,	창업가의	브랜딩-브랜드	전략이	곧	사업전략이다,	(서울:북스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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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효율적인 브랜드 마케팅의 시작은 타깃팅(Targeting)과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이 주효해 보인다.58)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브랜드 네이밍

(Naming)부터 브랜드에 대한 연상, 개성, 이미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브랜드 아이덴티

티(Brand Identity)까지 경쟁브랜드와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브랜드 이미지 차별화와 더불어 브랜드 전략이 가능하다. 

①	브랜드	타깃팅(Targeting)

타깃팅의 예를 생각해보자. 인구학적 관점에서 30대 여성을 타깃팅 한다고 했을 때, 

30대 여성의 여건과 상황은 모두 같을 수 없다는 사실에 집중해보자. 미혼인지, 기혼인지, 

기혼이라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그들의 관심사가 다르며, 직장인인지 주부

인지, 수입에 따라, 라이스타일에 따라서도 모두 관심사가 달라진다. 따라서 좀 더 정교한 

소비자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니치마케팅(Niche Marketi

ng) 전략이라 한다. 이러한 틈새시장 전략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황

과 소비자의 요구를 세분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언제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들의 잠재된 니즈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주류시장의 틈새

를 파고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파타고니아, 사우스웨스트항공, 프로스펙스 

‘파타고니아’는 2011년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 ‘이 재킷을 구입하지 마세요(Don

’t buy this jacket)’라는 광고를 실시해 화제가 된 브랜드이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소비자들에게 파타고니아 제품은 그 자체로 높은 가치이자 스토리텔링의 대상

이 되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파타고니아는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50%, 이후에도 

연평균 35%씩 꾸준히 성장하여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에 이어 아웃도어 매출 2위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파타고니아는 나이키와 반대로 스타 마케팅을 펼치지 않으며 아

티스트 브랜드들과 협업해 디자인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59)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장거리 비행과 고급스러운 서비스에 몰두했던 대형 항공사들

과 경쟁하지 않았다. 그들의 타깃은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단거리 노선 승객들이

었다. ‘비행기보다 저렴하게, 버스보다 빠르게’라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후 그에 맞

는 전략을 실행하였다. 요금을 낮추기 위해 기내식 등 불필요한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58)	월간	CEO&,	4차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어라	Marketing	story,	Niche	Marketing	|	2018년	3월	

59)	월간CEO,	고객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이미지의	차별화,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75호	(2016년	12월)	CEO	KOREA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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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종부터 좌석 등급까지 하나로 통일해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하였다. 차별화 전

략으로 승객의 수하물 무료탑승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큰 성과로 이어

졌고, 덕분에 SWA는 대형 항공사들 틈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60)

국내의 걷기 열풍 덕분에 30~40대 여성층을 잡는 데 성공한 ‘프로스펙스 W’는 경쟁

업체의 진출로 금세 레드오션 시장이 되었다. 타깃층 확대가 필요해졌고 20~30대의 라

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췄다. 김연아, 김수현, 손연재, 소희 등 젊은 아이콘을 앞세워 세

련된 워킹화를 신고, 점심시간과 출퇴근 시간에 가볍게 걷는 모습의 광고를 통해 젊은 층

의 관심 끌기에 집중했다. 패션리더 김남주가 드라마에서 정장에 스니커즈나 워킹화를 신

은 모습이 방영되면서 ‘정장＋구두’라는 패션 공식을 깨뜨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일명 운도녀(운동화를 신은 도시여자), 노힐족(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은 여자)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이 떠오르며 성공하였다.61)

②	브랜드	포지셔닝(Positioning)	

잭 트라우트(Jack Trout)와 앨 리스(Al Ries)가 포지셔닝(positioning)이라는 개념

을 도입했다.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마음 또는 인식에서 경쟁 브랜드에 비해 특정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강화하거나 변화시키는 전략이다.62) 정보의 과부하로 피곤한 오늘

날의 소비자들 기억 속에 남는 성공적인 포지셔닝을 위한 브랜드 차별화(differentiation)

는 실제적 차이 못지않게 인식의 차이도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작은 차

이보다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

하다. 브랜드에 어떤 이미지의 옷을 입히는가에 따라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위상

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스메그, 히스토릭리서치, 짚카 

포지셔닝에 성공한 브랜드로 일명 ‘강남 냉장고’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스타일 가전 ‘스

메그(SMEG)’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최신형 냉장고와 비교해 기능은 단순하고, 크기

에 비해 내부 용량이 적으며, 가격은 일반 가전업체 제품보다 무려 6~7배 비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유럽 빌트인 가전 시장에서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밀려드는 주

문 때문에 이탈리아 본사가 한국 전용라인을 할당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는 일반 가전

제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무채색 대신 빨강, 파랑, 분홍, 민트 등 강렬한 색상을 채택하고 

소비자의 마음속에 인테리어 소품이나 가구와 유사한 카테고리로 아티스트의 영감을 

60)	월간	CEO&,	4차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어라	Marketing	story,	Niche	Marketing	|	2018년	3월	

61)	최경운(2013),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기업들,	LG	Business	Insight	2013.10.16.	

62)	Trout,	J.,	&	Ries,	A.(2000년)	Positioning:	The	Battle	for	Your	Mind.	안진환	역(2006년),	포지셔닝.	서울: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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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예술 작품 같은 냉장고 이미지로 포지셔닝하여 소비자의 지갑을 열었다.63)

2004년에 설립한 의류 재킷 전문브랜드 ‘Historic Research’는 26명의 직원으로 

900만 유로의 매출액을 올렸다. 패션 강국 이탈리아에서 독특한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적

인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에는 Historic Research만의 차별화된 핵심요소는 의류마다 담

아낸 역사적 이야기로 포지셔닝되었다. 세계사에 중요한 인물·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디

자인에 담고 모티브가 된 사건 년도를 옷에 표기함으로써 역사 속의 이야기와 현재를 살

아가는 소비자 사이에 비밀스러운 이야기의 공유를 이끌어내고 있다. 즉, 디자인에 인격

을 입히고 생명을 부여하여 하나의 가치를 소유한다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창출이 Histor

ic Research의 성공비결로 평가되고 있다.64)

‘짚카(Zipcar)’는 필요할 때마다 빌려 쓰는 ‘실속형 삶’으로 포지셔닝하여 2013년 7월 

기준 8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카셰어링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초창기 인

구 밀도가 높은 도심에 걸어서 5분 안에 짚카를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차량을 밀도 있게 배

치했다. 사용자 기반 라이프스타일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열등한 라이프스

타일이 아닌 ‘멋진 실속주의’로 포지셔닝한 것이 주효했다. 브랜드 네임을 사람들이 거부

감을 느끼는 카셰어링 대신 Zipcar로 채택하고 차량을 세련된 라임색 폭스바겐 ‘비틀’로 

구성해 눈에 띄는 콘셉트를 시도했다. 짚카의 시도는 실용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소비자

의 니즈를 자극하는 데 성공하면서 카셰어링에 대한 산업도 함께 성장시켰다.65)

③	브랜드	아이덴티티(Identity)	

브랜드 아이덴티티(Identity)는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개성 (Personality)이라고도 

한다. 이는 소비자가 경험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받아들여지는 전체적이고 포괄적

인 느낌의 총합이다. 기업이 제공하는 표면적 브랜드 이미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

로써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하는 이미지이며 브랜드 가치를 형성한다. 많은 기업이 기업

경영에서 브랜드 정체성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몽클레르’는 2000년도 초반에는 등산가들을 위한 침낭제작업체로 시작해 다양한 

제품군으로 늘리면서 사업 확장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에 루피니 회장은 구스다

운 재킷 한 가지 제품에 집중하면서 세계 최초의 거위털 재킷(Goose Down Jackets)을 만

든 브랜드가 되었다. 

몽클레르, 구찌, 베르사체 

63)	월간CEO,	고객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이미지의	차별화,	국내학술기사	CEO.	통권	제175호	(2016년	12월)	CEO	KOREA	2016.12.20.	

64)	김태형,임성아,이해인,강환국,김혜윤,안지성,김한나,전수연,김수현,강세나,	디자인이	밥	먹여준다,	Kotra	Global	Market	

Report	13-081,	2014.01.29.	

65)	최경운(2013),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기업들,	LG	Business	Insight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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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도 파격적인 행보로 다시 한번 업계 탑으로 우뚝 선 선례가 있다. 구찌의 비자리 

CEO는 브랜드의 변화를 이끌 주인공으로 외부가 아닌 내부 디자이너를 수석으로 임명

하여 구찌가 가진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면서부터 매해 두 자릿수 이상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베르사체’는 창업자 지아니 베르사체 사망 후 큰 위기를 맞았다. 매출은 반 토막이 

났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안 자 코모 페라리스 

CEO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베르사체의 고유 디자인이자 DNA인 ‘관능적이고 화려하

며 다채로운 색상’을 부활시켜 6년 만에 300% 이상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66) 이들 브랜

드는 기업의 정체성이나 경영철학을 확고히 하는 것에서 재도약의 기회를 찾았다.

이형진(2007)은 국내에서 100년 가까운 롱런브랜드 사례 연구를 통해 브랜드 강화전

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신뢰 전략(ex.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둘째, 대표전략

(ex. 칠성사이다) 셋째, 명품 전략(ex. 코메론 줄자) 넷째, 일관 전략(ex. 나이키) 다섯째, 

외길 전략(ex. 에이스침대) 등 5가지와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한

다. 여섯째, 브랜드 이미지 개선 전략, 일곱째, 새로운 시장 창출 전략, 여덟째, 브랜드 확장 

전략이다. 이들 전략의 공통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를 관리할 때 시대의 변화, 시

장 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욕구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금씩 브랜드를 리포지셔닝

(Re-Positioning)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 리뉴얼(Renewal)할 때 미미한 변화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한다.67)

빙그레, 칠성사이다, 코메론, 나이키, 에이스침대 

롱런브랜드를 통한 전략을 정리하면 변화의 트렌드를 읽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기반

으로 한 차별화와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브랜드 강화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 위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이기한(2017)의 연구68)는 글로벌 브랜드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가장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Top of mind) 둘째, 마니

아층 확보 셋째, 일관된 이미지 구축 넷째, 브랜드 보호 등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은 브랜드 파워를 갖게 하는 요소로써 브랜드 로열티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모두 가

지고 있다.

66)	월간CEO&,	박지현,	턴어라운드,	제2전성기의	디딤돌이	되다	Identity	|	2017년	3월	

67)	이형진(2007),	국내롱런브랜드의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브랜드관리기법	연구	:	브랜드	아이콘관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8)	이기한(2017),	고객경험관리(CEM)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의	국내	성공전략에	관한	연구	:	이디야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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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셜미디어 홍보(PR)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웹 2.0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쌍방향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

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s) 시대를 열었다. 소셜미디어는 전통적인 미

디어에 비해 상호작용성, 즉시성, 접근성, 정보원의 신뢰성 등의 특성이 있어 기업의 홍보 

환경뿐만 아니라 개념까지도 변화하고 있다. 

AIDMA모델에서  AISAS+SIPS로 변화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anloveya&logNo=221001549735&categoryNo=0&parentCategoryN

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일본의 광고회사 덴츠의 사토나오 오픈 랩에서 SNS 시대의 소비자 행동 모델을 제

시했다. 소비자행동 모델은 로랜드 홀의 AIDMA 모델(Attention 주목→Interest 흥미

→Desire 욕구→Memory 기억→Action 구매)이 학계의 정설이었다. 인터넷의 확산과 더

불어 소비자 구매 행동이 변화하면서 덴츠는 2004년 AISAS 모델(Attention 주목→Inte

rest 흥미→Search 검색→Action 구매→Share 공유)을 제시한 후 2011년 SIPS(Sympa

thize 공감→Identify 확인→Participate 참가→Share&Spread 공유&확산)를 추가하

여 제시했다. SIPS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참여자가 많은 경우의 행동모델로 AISAS와 상

호보완 및 상승작용을 한다고 말한다.69)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인 이 모델에 의하면 소비자는 공감을 하면 확인 단계로 넘

어가는 데 자신의 가치체계와 유익함을 확인한 스마트슈머가 다음 단계에서 흥미나 구매

를 유발할 수도 있는 참가(참가자)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공유&확산으로 진행된다. 따

라서 이 모델을 토대로 할 때 공감이라는 요인이 참가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다음 단계

로 진행되므로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공감에서 기인하며 우

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공감이 자리하고 있다.

3.

미디어	홍보(PR)

전략

6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anloveya&logNo=221001549735&categoryNo=0&parentCategoryNo

=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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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기업홍보 장점을 강영화(2013)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①메시지를 쉽고 빠르게 전달한다. 이는 기존 미디어가 톱다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

는 것에 반해 소셜미디어는 수평적이고 지인 네트워크를 통한 피라미드적 확산이 가능한 

점 ②저렴한 비용으로 잘 만든 기업 블로그나 트위터는 타 매체 버금가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③언제 어디서나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를 PC,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 ④관심과 친분을 기반으로 신뢰감 형성은 경직된 이

미지가 아닌 인간미 있는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점 ⑤새로운 고객 확보는 기존 고객과 잠

재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 기업과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기업 홍보 장점

*출처:	강영화(2013),	기업의	SNS	홍보	활동이	수용자의	기업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성

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일부	용어수정)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특성이 우리 사회에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중대한 변화를 일

으켰다. 첫째, 정보 대칭(Information Symmetry) 사회로의 변화이다. 소셜미디어는 사

람들 간에 정보는 물론이고 생각이나 감정을 소통하는 미디어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정

보통신부(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바일 사용자는 94.1%에 이르면서 정보가 독점적이

지도 통제되기도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며 정보대칭사회가 되었다. 

둘째, 소비자와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사회로의 변화이다. 여론을 창조하고 

확대하는 주도자 역할을 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

의 입장에서 기회이자 정보 통제력 약화로 인한 경영위험이 동시에 주어진다. 이는 소셜미

디어를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

급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업경영 환경이다.70)

기업	홍보	장점 내용

메시지를	쉽고	빠르게	전달

기존	미디어가	톱다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반해	

소셜미디어는	수평적이고	지인	네트워크를	통한	피라미드적	확산이	

가능

저렴한	비용
잘	만든	기업	블로그나	트위터는	타	매체	버금가는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비용이	저렴

언제	어디서나	전달	가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를	PC뿐만	아니라,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	등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

관심과	친분을	기반으로		

신뢰감	형성
경직된	이미지가	아닌	인간미	있는	이미지	형성

새로운	고객	확보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	기업과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신규	고객을	유치가능

70)	박준형,	김봉현(2015),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필요한	IMC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2015.봄	제	1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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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는 PR의 속성을 볼 때, 정보의 대칭성이 정보 통

제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기업은 부정적 여론을 막거나 피하기는 어려워졌고 부정적 구

전에 대한 정보관리가 더 시급해졌다. 이러한 부정적 입소문에 민감한 기업 현실을 악용한 

일부 유명 유튜버의 갑질로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신문기사71)도 보도되고 있다. 

최영문, 한상설(2017)은 SNS에서 나타나는 구전의 정보적 특성에 주목하고, 정보에 

영향을 받는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이미지와의 관계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의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SNS 구전정보 특성인 생생함, 신뢰성, 동질성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정보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따라 브랜드 태

도가 크게 변하므로 기업은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추진할 때 신뢰성 있는 정

보로 홍보해야 브랜드 태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SNS의 구전정보 특성은 브랜드 이미지

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구전정보를 작성한 ‘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다. 따라서 기

업이 펼치는 PR 활동과는 별개로 구전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주목하여 기업은 영향력 있

는 브랜드 체험단, 브랜드 기자단을 조직하여 구전정보를 노출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

다(Herskovitz & Crystal, 2010). 셋째, SNS 구전정보 특성과 브랜드 태도 및 이미지 사

이에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긍정적인 조절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은 

브랜드 타깃층 또는 사회적 유대를 가진 집단의 세분화를 통한 전략적인 마케팅이 효과

적인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 넷째,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이미지

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리하면 SNS 구전정보 특성 중 작성 글의 신뢰

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온라

인상에서의 사회적 결정(Social Decision)이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기업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김대웅(2015)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소비자와의 소통방식은 제품 홍보성 글보다도 제

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비화, 제품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 제품사용에 대한 사람들

의 솔직한 후기, 제품구매의 부가적 가치 등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

에 반응을 한다고 하면서 제품+α를 충족시켜주는 콘텐츠에 마음을 연다는 것이다.72) 이

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신뢰의 기업문화나 브랜드를 간접적으로 자랑할 수 있어 효과

적이며, 소셜미디어는 금전적 부담에서 자유로운 장점과 더불어 쏠림과 부침이 심한 미디

어지만 많은 유저들이 활동하는 한 홍보방식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은 지속

될 것으로 추측된다. 

7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60836821	

72)	김대웅(2015),	이야기를	팔아라	인터넷	쇼핑몰의	스토리텔링	전략,	앱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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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제2의	비틀즈	탄생	‘방탄소년단(BTS)’

한국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방탄소년단(BTS)이 2018년 5월 미국 빌보드차트 

1위에 올랐다. 연예계에서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사례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국

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도 자신들의 소속 연예인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이 차이를 가져왔을까? 여기에는 SNS의 장점인 공짜의 힘이 비

밀이라고 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BTS)이 절치부심 스타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세계의 유튜버

들이 공짜로 볼 수 있었던 점과 더불어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공감했기 때문이다. 멋진 

동영상과 실력 있는 동양의 K-POP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매스컴은 방탄소년단을 제2의 비틀즈 탄생으로 예

약하며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등극시켰다. 이들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숨은 공로자들

이 미국 소녀 팬인 아미(Army)들이었다. 아미들은 라디오방송국에 방탄소년단(BTS)의 

노래를 틀어줄 것을 요구하고 이들 스스로 언어적 장벽을 해결하는 등 자발적인 홍보 활

동들이 방탄소년단(BTS)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다. 이는 입소문을 기반으로 한 아미

들의 능동적이고 헌신적이며 적극적인 Z세대 소비자 특성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사례

로써 기업은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 

방탄소년단(BTS) VS 스타일난다

사례 2 :	의류·화장품	쇼핑몰	‘스타일난다’

쇼핑몰 브랜드 ‘스타일난다’가 최근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동대문시장에서 산 옷을 

리폼(Re-From)하여 웃돈을 얹어 인터넷에 올렸는데 팔리자 옷 장사를 시작했다는 

20대의 젊은 대표가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 ‘스타일난다’의 주인공이다. 의류쇼핑몰 장사

가 잘되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대박이 났다.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K-Beauty 붐(Boom)이 일었고 화장품 브랜드가 매출의 69%

를 차지할 만큼 K-Beauty Boom의 수혜기업이 되었다. 색조화장품 브랜드인 쓰리컨셉

아이즈(3 Concept Eyes)는 특유의 비비드(Vivid)한 컬러감으로 인터넷에서 인기 있는 브

랜드였다. 당시 유커들의 관광 목적이 한국화장품 쇼핑으로 치부되던 즈음에 ‘중국 왕훙’

이 쓰리컨셉아이즈(3 Concept Eyes)를 소개하면서 물건이 동났다고 한다. 쓰리컨셉아이

즈가 론칭(launching) 9년 만에 프랑스 로레알 화장품(L’Oreal)에 6000억에 브랜드의 

70%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약 스타기업으로 등극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스타 탄생의 사

례는 스타트업에는 절대적인 기회이자 찬스(Chan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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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콘텐츠에	날개를	날다	‘레드불’73)

‘날개를 달아줘요(Gives you wings)’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레드불(Red Bull)은 

에너지 드링크라는 제품을 독보적인 브랜드로 승화시킨 기업이다. 자사의 상품을 직접적

으로 광고하기보다 타깃층에게 레드불이라는 브랜드를 콘텐츠에 녹아들게 만들어 전달

한다. 

수많은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는 한편, 레드불 엑스파이터즈(X-Fighters), 레드불 

크래시드 아이스(Crashed Ice), 레드불 킥잇(Kick-It) 등 매해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주최하고 있다. 2012년 10월 14일에 개최한 레드불 스트라토스

(Stratos)에서는 성층권에서 자유 낙하해 맨몸으로 음속을 돌파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성공하였다. 이 이벤트는 무려 전 세계 800만 명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시

청했다. 레드불은 브랜드가치를 젊은 층의 소비자와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 콘텐

츠를 제작하기 위해 레드불 미디어하우스를 설립했다. 또한 레드불TV를 통해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4,700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 팔로워를 보유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레드불 VS 버진애틀랜틱 항공

사례 4 :	블로그에	여행정보를	‘버진애틀랜틱	항공’

버진애틀랜틱 항공(Virgin Atlantic Airways)은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도시에 약 

300여 대의 항공기를 운항하는 영국항공사이다. 이 항공사의 특이한 점은 자사를 홍보

하는 블로그에 항공서비스가 아니라 여행에 관련된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소개한다는 것

이다. 브랜드가 자신만의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치 하나의 미디어가 된 것처럼 소

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버진애틀랜틱 항공의 블로그인 ‘루비(ruby)’에는 대부분의 포스팅(Posting)이 다양

한 여행지와 진귀한 풍경을 소재하고 있으며, 여행지의 풍광을 담은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연동해 감상할 수 있게 한다. 공감과 소통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전략은 기업이 스토리

텔링에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마케팅의 좋은 사례이다.

73)	월간	CEO&,	문효근,	콘텐츠로	승부한다	Marketing	Story,	Contents	Marketing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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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스미디어 홍보(PR)

본 연구에서 PR(Public Relations)=홍보(Public Relations), 공중(Public)=소비자

(Customer)=대중, 기업이미지=브랜드이미지 등으로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연구자들의 연구관점 즉, 홍보 관점인가 브랜드 관점인가의 차이에 

따른 것임을 미리 언급한다. 또한 홍보와 광고도 혼용해서 사용한다. 이는 스타트업이 소

규모의 기업이므로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최초의 PR(Public Relations) 서적을 쓴 Bernays(1963)는 PR의 정의를 ‘PR은 대중

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경시키기 위한 설득이며 개인 및 집

단, 사회 간의 조절(Adjustment), 해석(Interpretation), 통합(Integration)을 꾀하는 20

세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74) Cutlip & Center(1978)는 ‘반대의견을 중화시키

고 아직 중립적인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유도하며, 호의적인 의견은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설득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써 상호 만족할 만한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기초로 사

회적으로 책임 있고 용인되는 행동을 통해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계획된 노력’으로 말

했다.75) 또한 Gruning & Hunt(1984)는 ‘조직과 이해 공중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관리

활동’으로 정의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경제 및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정치적·사회적 민주화는 PR을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게 했다. 이에 따라 PR은 단순한 

언론 홍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공중들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PR 산업의 발달은 PR을 경험과 인맥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PR 컨

설팅 서비스로 전환됨으로써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Kim, Lee, & Kim, 2012).76) 기

업 PR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는 의도된 기획 메시지(Planned Messages)와 의도하지 않

은 메시지(Unplanned Messages)로 구분된다(Duncan, 2002). 의도된 메시지는 광고, 

프로모션, 이벤트, PR 등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의한 메시지이며, 의도되지 않

은 메시지는 기업과 관련된 모든 행동 즉,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매장 서비스, 

종업원 태도, 기업의 일 처리 방식, 인사채용, 협력업체에 대한 대우, M&A 등 모든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업의 PR 활동을 기업의 존립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공중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경영기능이다.77)

74)	Edward	L.	Bernays,	Public	Relations,(Oklahoma:	Univ.	of	Oklahoma,	1963),	p3.	

75)	Scott	M.	Cutlip	&	Allen	H.	Center,	Effective	Public	Relations,	5th	Edition(Englewood:	Prentice	Hall	Inc.	1978),	p31.	

76)	오미영,	백혜진(2015),	국내	PR효과	측정	및	평가	현황에	관한	연구:	PR대상	수상작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Public	Relations,	Vol.19,	No.1,	Feb,	2015,	pp327~354	

77)	변선영(2013),	국내	B2B기업	홍보부서의	PR	우수이론	적용현황과	특징	고찰,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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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현(2006)은 기업 인지도를 위해 기업 PR에 바탕을 둔 홍보 활동 CPR(Corpora

te Public Relations)과, 제품구매에 목적을 두고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홍보 활동 MPR(

Marketing Public Relations)로 나누어 PR 활동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이는 업무 효율

성과 메시지의 일관성을 추진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다

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78) 관점에서도 

PR을 생각해 볼 수 있다.79)

또한 IMC를 통한 기업 PR의 방향성이 브랜드 자산 증대(1위), 매출증대(2위), 장기적 

측면에서 고객과의 관계관리(3위)에서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고객과의 

관계관리(1위), 커뮤니케이션 위험관리(2위), 브랜드 자산 증대(3위)로 기업의 PR 방향성

이 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 환경 vs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IMC 실행목적

*출처:	박준형,	김봉현(2015),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필요한	IMC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2015.봄	제	17권	1호

김현정, 조재형(2016)의 기업가치 PR 활동의 시간성이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충성도

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풀무원의 CPR(Corporate Public Relations), 남양유업의 MPR

(Marketing Public Relations)을 기반으로 한 기업 PR 활동이 기업의 진정성 인식을 매

개한 해당 기업의 브랜드 태도, 브랜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기업가치 

PR 활동의 역사성(시간)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풀무원의 경우 ‘이웃사랑과 생명존중’

의 정신을 브랜드가치로 내세우며 바른 먹거리로 풀무원 정신을 지속적으로 PR하면서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인지되었다. 한편 MPR에 치중

한 남양유업은 기업의 진정성이 공중의 인식에 부분적으로 형성되면서 위기의 역사가 분

명하게 드러났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진정성 인식이나 명성이 하루아침에 형

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축적이 뒤따라야 하며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

nication) 관점에서도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관계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80)

78)	IMC는	광고,	홍보,	판촉,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파악하여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기법	

79)	남상현(2006),	기업유형에	따른	홍보	활동의	비교분석연구:	국내외	기업의	사례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가장	중요한	최대	3가지	목적
현재	IMC	

실행목적(%)

소셜미디어	환경의	

실행목적(%)

장기적	측면의	고객과의	관계	관리 33.3	(3위) 72.6	(1위)

커뮤니케이션	위험	관리 19.0 63.2	(2위)

브랜드	자산	증대 61.9	(1위) 55.8	(3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객과의	관계	관리 19,0 35.8

매출	증대 35.7	(2위) 34.7

비용	절감(효율성) 28.6 25.3

(정의하지	않았다)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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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ocial Network Media: SNS)의 핫 이슈(Hot Issue)로 등장한 기업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기업 활동에서 예상치 못한(Unplanned) 커뮤니케이션 효과로 발

생할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단일 메시지와 단일 포지션을 유지하는 전략은 고객  입장

에서 브랜드의 목소리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여 단일 이미지와 메시지로 느끼도록 하는 것

이다(Schultz, 1991). 이러한 단일 메시지전략 관리를 보다 구체화한 개념이 아커(Aaker, 

1996)가 제시한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이다.81)

기업이 소비자에게 고유한 정체성(Identity)을 전달하면서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행위를 기업 정체성 PR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기업이미지 형성

을 위한 PR 활동(CPR)으로써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조직의 명성, 조직·공중관계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 이미지는 기업에 대한 인식, 태도, 경험 등이 결합하여 기업

특성이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PR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자와의 긍

정적인 관계 형성에 기업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사회공헌), 이벤

트, 문화예술 PR, 기업 정체성 PR, 프로모션 PR, 소셜미디어 PR 등과 같은 PR 활동을 

전개한다(이명천·김요한, 2014; 한정호 외, 2014).

PR은 기업의 이해(利害)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

의 업종이나 규모, 공중에 따라 기업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기업 유형에 따라 대상 

공중이 다르고 기업 규모도 다르며 기업의 규모 차이는 자금 규모에 따라 업무집행의 활

동 범위 또한 달라지므로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은 각각의 기업특성에 맞는 PR 활동이 

효과적이다. 남상현(2006)은 기업(브랜드) PR의 목적은 더 구체적이고, 개성 있고, 명확

하면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기업 PR의 영역은 기업조직의 규모, 기업의 성격, 기업

이념, 홍보 전담조직의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업의 홍

보 활동 범위 또한 광범위해진다고 밝혔다.82)

배정국(1998)은 국내 105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의 중요성과 활동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벤처기업은 홍보 활동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구조적 한계와 열악한 경영조

건으로 홍보 전략이나 홍보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83)

김형근(2000)은 그의 연구에서 벤처기업과 홍보대행사 간의 언론을 보는 시각차와 

인식 차이가 크다고 하면서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태생부터 다른데도 대기업의 홍보형태

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며 홍보 활동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하

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첫째,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써 언론의 관심 대상은 

대기업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둘째, 주요 매체(인지도 높은 매체)보다 자신의 회사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여 적합한 기사로 홍보 효과를 기대해야 하며 셋째, 조급함을 버리

80)	김현정,	조재형(2016),	기업가치	PR	활동의	시간성이	브랜드	태도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

PR학회,	Vol.20.	No.2,	May,2016,pp28~60.

81)	박준형,	김봉현(2015),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필요한	IMC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2015.봄	제	17권	1호	

82)	남상현(2006),	기업유형에	따른	홍보	활동의	비교분석연구:	국내외	기업의	사례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3)	배정국(1998),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홍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8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379 일곱, 브랜드분과

고 장기적인 홍보 마인드를 전개해야 하며 넷째, 대언론 홍보 하나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웃소싱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안목과 능력을 빌리는 개념으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84)

홍보담당자의 홍보기능 인식

*출처:	김형근(2000)	한국벤처기업과	홍보대행사의	홍보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는 기업 유형에 따라 적절한 홍보 매체를 

찾아야 한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PR 활동이나 

인쇄 매체를 이용한 홍보물(리플릿, 브로슈어, 카탈로그), 전문지 광고(잡지, 신문), 각종 

구매시점 광고·홍보물(Point of Purchase: POP) 및 판촉물,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례 1 :	올림푸스	카메라	광고·홍보캠페인85)

일본계 카메라 전문 중소기업인 올림푸스(Olympus)의 광고·홍보캠페인 성공사례

를 살펴보자. 

올림푸스광고 

올림푸스는 적극적인 제품위주의 마케팅을 펼쳤다. 소비자 관계 PR은 유저(User)들

을 위한 무료강좌와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였고, 대언론 관계 PR은 적극적인 메시지 발

굴을 통해 언론에 직접적인 노출을 극대화하였다. 

국내에서 올림푸스 인지율이 3%에 불과하던 당시(2003년)에 자본금의 80%를 광고

84)	김형근(2000),	한국벤처기업과	홍보대행사의	홍보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	남상현(2006),	기업유형에	따른	홍보	활동의	비교분석연구	:	국내외	기업의	사례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분 평균값 구분	 평균값

이미지	향상 4.63	(1위) 사회기여 3.87	(2위)

의사소통	원활 3.61	(3위) 여론분석 3.56	(4위)

사회적	책임제고 3.55	(5위) 정책자문 3.43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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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투입하여 디지털카메라를 단기간에 업계 1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도박에 가까운 위

험에 배팅했지만 광고·홍보캠페인은 성공적이었다. 전지현을 광고모델로 캐스팅하여, 첨

단 제품과 어울릴 것 같지 않던 감성광고 콘셉트로 소비자를 공략하는 전략을 추진하였

다. 또한 TV에 광고노출 빈도를 높이는 등 스타마케팅으로 성공한 캠페인이 되었다.

광고를 뒷받침하는 홍보 활동으로 기업 오너(Owner)를 내세웠고,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소비자와의 관계마케팅을 추진하였다. ‘초록장애우’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전략

적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면서 일본 본사로부터 ‘봉사 기업상’을 받는 등 전략적인 커뮤

니케이션 활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신제품 홍보 활동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세일즈 프로

모션(Sales Promotion)을 실시하였다. 디지털카메라에 수동모드를 접목해 전문가를 위

한 리 포지셔닝(Re-Positioning) 전략을 추진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

하는 등 광고와 연계한 이벤트로 사진 콘테스트 프로모션 강화전략을 실시하였다. 신속

한 A/S로 고객 만족을 실천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퓰리처상 사진작가 100명을 발

굴해 자사의 디지털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주문하여 제작한 사진집 ‘아프리카의 하루’를 발

간하고 사진전을 개최하여 사진판매 수익금 전액을 에이즈 퇴치기금으로 기부하여 화제

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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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기 하강과 산업 환경의 변화로 만성적인 취업난과 맞물리면서 창업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허약함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발표되고 있다. 일반 창업자를 비롯한 

정부육성 창업 인재들조차도 Death Valley를 넘어서지 못하는 비즈니스 현실에서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 안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브랜드 홍보 전략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예비 창업자는 자신의 브랜드 홍보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

으며, 기창업자는 원점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제시하는 사

례 중심 연구로써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스타트업의 현재는 ICT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창업 부담은 가벼워지고, 진

입장벽은 낮아졌으며, 글로벌 비즈니스로의 영토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소셜미디어 

세상은 사용자들의 놀이터이자 비즈니스의 장이 되면서 기존 기업들의 사업방식인 규

모의 경제 대신 연결의 경제로 변화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입소문은 공정경쟁의 초석이 

됨으로써 스타트업에는 더없이 좋은 비즈니스 PR 활동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부족한 물적·인적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극복하며 소셜미디어의 저비

용 채널을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시장 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글로벌 강소기업인 16개 기업을 다음의 5가지 유형 ①CEO 역량형, ②디자인 

혁신 추구형, ③창조적 융합형, ④고객 만족 경영형, ⑤착한 기업 추구형 등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확고한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

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국내 스타트업이 어떠한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브랜드 전략

(사업전략)을 세울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브랜드 전략(철학)이 확고해야 기업의 정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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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아이덴티티)과 홍보 전략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

업 경쟁력의 근원을 경쟁자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경쟁 정보 역량’86)이라고 제안하는 연

구도 있다. 그러므로 스타트업이 간과하기 쉬운 경쟁자, 트렌드, 소비자를 통한 비즈니

스의 방향성을 시장(Market)을 기반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스타트업이 자신의 브랜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선행요인으로 ①트렌드 ②소

비자 ③브랜드를 문헌을 통한 개념 파악과 더불어 기업사례들을 제시하였다. 

① 비즈니스 환경을 검토할 때 우선 트렌드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코닥, GE, 모토로라, 노키아 등이 비즈니스 트렌드를 무시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사

라졌듯이 트렌드는 기업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요즘 추

세는 ICT 기술 분야의 산업이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또 다른 새로

운 트렌드를 창조하면서 사람들의 사고(思考)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마케팅 관점에서 요즘 많이 거론되는 비즈니스 트렌드 몇 가지를 소

개하였다. 소비자 중심시장으로 변화를 꾀한 O2O(Online to Offline) 마케팅, 소비

자의 입소문에 기인한 버즈(Buzz) 마케팅, 기업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지는 코피티션

(Coopetition) & 하이퍼코피티션(Hyper Coopetition),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인더스

트리 4.0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형의 비즈니스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부

상하고 있는 트렌드로써 창업자가 자신의 비즈니스모델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참고할 수 

있는 트렌드이다. 

② 다음은 소비자의 변화이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로 

무장한 똑똑한 스마트슈머(Smartsumer)이다. 이들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망스러우

면 가차 없이 돌아서는 변덕스러운 소비자이며, 자신의 가치 기준에 맞는 가치지향 소비

를 추구한다. 이들은 기업이 주장하는 메시지보다 소셜미디어의 제품 후기를 통한 경험

자의 입소문에 따라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등 학계에서 주장하던 AIDMA 소비자(구매) 

행동모델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스마트슈머(Smartsumer)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넛지(Nudge) 마케팅, 

CSR 마케팅, 체험 마케팅, 락인(Lock-in) 마케팅, 가치추구 소비자를 위한 절대가치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럭셔리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격에도 거침없이 지

갑을 여는 소비자, 커피 한잔을 마시기 위해 2시간을 기다려주는 블루보틀 커피 고객, 

도산위기의 회사를 회생시킨 할리 데이비슨 동호인 등의 사례를 보았듯이 소비자는 브

랜드에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해야 무한한 브랜드 사랑을 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타

트업은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응하는 마케팅을 구현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

치를 브랜드에 담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의 개념과 더불어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86)	DBR,	전략-기술	트렌드	이외에	경쟁자	분석도	철저히-기업경쟁력은?,	243호,	2018년	2월	Issu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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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해야 하는지를 타깃팅(Targeting), 포지셔닝(Positioning), 아이덴티티(Identity) 측

면에서 글로벌 강소기업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타깃이 잘못 설정되면 시간과 노력과 돈

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도 없으며,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가에 따라 브랜드 홍

보의 방향 또한 달라진다. 스메그 냉장고의 사례를 보면 기능과 가격 측면에서 기존 가

전브랜드 보다 턱없이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었지만, 컬러풀한 색상과 인테리어 소품 효

과로 포지셔닝하여 소비자의 지갑을 열었다. 히스토릭 리서치는 옷에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포지셔닝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적 이슈를 적용한 착한기업, 환경보호 기업 등으로 포지셔닝함으로써 PR

의 영역을 확장한 기업사례도 볼 수 있었다. 

품질의 균등화로 인하여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차별화를 도모한다. 사람에

게 첫 인상이 있듯이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소비자가 느끼는 이미지(인상)가 있다. 기업

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경쟁우위를 점하려 치열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심지어 소비

자의 마음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까지도 불사하고 있

다. 소비자가 사랑하는 브랜드 이미지 조건을 종합하면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자신만의 

확고한 기업 철학이 있으며, 경쟁사와 차별화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브랜드’라야 소

비자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드러났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랑하는 파워 브랜드가 되

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도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고 소

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Identity)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스타트업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PR 활동을 적극 추천한다. 소셜미디어 시대

의 소비자행동모델은 주목→흥미→검색→구매→공유와 더불어 공감→확인→참가→

공유&확산의 단계를 거친다고 일본의 광고회사 덴츠가 제안했다. 여기서 검색과 공감

이라는 요인이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새롭게 등장한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학자들의 연

구논문에서 제안하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진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스타트업 강소기업 고프로나 DJI의 경우 초기에는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 활동에 

집중하면서, 사용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용자 중심의 동호회, 커뮤니티, 전

문유통망, 이벤트 등 제품 사용자층을 공략하는 홍보 전략에 매진하였다. 우산 브랜드 

SENZ는 페이스북, 트위터는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유튜브 동영상 채널

을 개설하여 전 세계 고객들의 피드백, 리뷰, 안부 등을 관리하면서 모든 게시물에 하

루 안에 답변하는 등 기업 CEO가 아닌 우산 파는 청년들의 인간적이고 겸손한 면모를 

부각하면서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버진애틀랜틱항공(Virgin Atlantic)이 

홈페이지 콘텐츠 블로그 ‘루비(ruby)’를 통해 가치 있는 여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찾아

오는 팔로워(Follower)와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SNS에서 고객의 자발적

인 제품 후기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포스팅(Posting)할 수 있도록 고객 커뮤니케이션 



3842018 서울창업포럼 정책자료집 385 일곱, 브랜드분과

장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다양한 소셜미디어 홍보 활동 사례를 자신

의 기업 특성에 맞추어 접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자신들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무한경쟁을 치르면서 실적을 위

해 조급증을 내는 반면 소비자는 기업의 진정성이나 기업의 명성을 인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으

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PR 활동과 더불어 전략적인 관계 관리를 위해 촘촘한 PR 매

뉴얼(Manual)을 준비해야 한다. 

기업(브랜드) PR의 목적이 보다 구체적이고, 개성 있고, 명확하면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주장을 영국의 화장품 업체 러시(Lush)의 홍보 전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①자연 친화적인 원료사용을 강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마치 전통시장에서 식재

료를 구입하듯 만져보고 향을 맡아보는 등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전통치즈를 판매

하듯 커다란 비누를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잘라 판매하고, 신문지를 연상시키는 포

장지에 싸서 제공한다. ③모든 패키지는 제조자의 이름과 거주 국가, 제조자의 캐리커

처 스티커를 붙여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고 손글씨 서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강조한

다. ④광고를 극도로 자제하는 대신, 체험기반의 입소문 강화전략을 추구하며 매장 앞 

대형 욕조를 지나는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향을 전달한다. ⑤냄새(향기)나는 콘서트 등 

러시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의 장을 마련한다. 이러한 러시의 홍

보 활동으로 지난 10년 간 10배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본 연구를 마치며 스타트업을 위한 브랜드 홍보 컨설팅을 제안한다. 브랜드 전략이 

사업전략일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

문이다. 창업 성공을 위한 브랜드 홍보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로 지속적인 관

여가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업종, 업태, 규모, 업력, 역량, 환경 등이 다른 스타트업

의 경우 경험 많은 브랜드 컨설팅 전문가를 발굴하여 1:1 매칭을 통한 컨설팅 활동이 장

기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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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우수창업인재	양성공간-창업교육

	

	 기본	창업과정

•	교육목적:	실습을	통한	창업	전	과정	기본기	숙지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교육대상:	창업에	관심이	있으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지	않은	예비창업자

•	교육시수:	총	15시간(5주	과정)

	 *서울시장	명의의	창업교육	수료증	증정

	 심화	창업과정

•	교육목적:	마케팅/디자인/재무	등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직무별	실무	교육

•	교육대상:	기본창업과정	수료자	및	허브	네트워크(입주)	스타트업	임직원	등

•	교육시수:	과정별	6~9시간	내외(2~3주	과정)

	 글로벌	창업과정

•	교육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학습

•	교육대상: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예비창업자)

•	교육시수:	총	9시간(3주	과정)

	 ➋	창업교육	–	개발자	커리어	입문,	피칭교육	

	 소프트웨어	공학

•	교육목적:	앱/웹	운용	스타트업(지식서비스	스타트업)의	사업	기획력	및	운영	역량	강화

•	교육대상:	지식서비스	스타트업	취/창업	관심자

•	교육시수:	20시간(4주	과정)

	 안드로이드/IOS	개발자	입문	교육

•		교육목적:	앱	개발과정의	이해를	통한	사업	기획력	강화,	간단한	서비스	유지관리	수준의	

개발역량	함양

•	교육대상:	앱	런칭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임직원

•	교육시수:	안드로이드	60시간,	IOS	48시간	내외(8주	과정)

	 피칭	교육/컨설팅

•	교육목적: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대표의	발표	역량	강화

•	교육대상:	국내외	투자유치를	앞둔	스타트업	임직원

•	교육시수:	기본IR	교육	12시간(4주	과정),	글로벌IR	3시간,	컨설팅	1시간	과정

창업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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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로	공간이	다양하던데,	각각	다른	자격이	있나요?

		 예비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	성장창업기업(7년	미만)	등	

	 기업의	연한과	규모에	따라	적합한	공간을	배정드립니다.	

	 입주	후에	허브	내	다른	인프라(상담실이나	민간	협력	기관)들도	활용	가능한가요?

	 허브	내	지원서비스/인프라를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IoT,	장애인기업	등	특별히	선호되는	입주	기업이	있나요?(입주	가점	조건	등)

	 	지원분야	및	가점사항은	모집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에	선발은	몇번인가요?

		 	17년도에는	예비창업기업	3회(4,	7,	11월),	초기(재기)/성장창업기업	1회(4,	10월)	선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선발	일정은	관	개소	및	공실	상황에	따라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모집공고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업허브	입주	문의	startup_bi@sba.seoul.kr

1
입주	관련

Question 
an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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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창업허브	교육은	무료인가요?	

	 대부분	무료이며,	일부	유료입니다.	

	 서울	창업허브	교육은	입주기업만	해당되나요?(신청자격)	

	 	입주기업	뿐만	아닌	창업관심	시민,	창업허브	네트워크	지원기업	임직원	모두가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과정이	있나요?

	 	창업교육(기본,	심화,	글로벌),	개발자	입문교육(소프트웨어공학,	안드로이드개발,	

IOS개발),	피칭교육(기본,	글로벌,	컨설팅)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따로	있나요?

	 	신청	제한은	따로	없으나,	원활한	수강을	위해	기본-심화	단계별로	수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교육	안내	및	신청	lucky7@sba.kr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창업관심자부터	VC,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人들이	모여	스타트업	산업별	동향	및	

투자유치	정보	공유,	VC,	엔젤투자자,	유관기관,	선배	창업자	등과의	네트워킹	및	

성공스토리	전수	등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허브	디너데이’와	같은	서울창업허브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민간	기관	연계	하이어링	

및	네트워킹	데이와	같은	민간	협력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참가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	게시판에서	참가	신청	안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따로	있나요?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이	다르니	사업	안내	게시판을	통해	신청	자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창업허브에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간	행사	진행	및	대관	문의는	창업허브운영팀	이세민	선임께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관	가능	시설	정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창업허브	홈페이지	→	창업허브	소개	→	시설(층별안내)을	클릭하시면	대관	시설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최	시	자격	조건이	있나요?

	 	스타트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모두	협업	대상입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킹	문의	hi2semin@sba.kr

3

2

네트워크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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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연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서울시
창업 인프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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