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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논문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외형적 예산투입관점에서는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들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

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 창업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를 조사하고 이의 차이인 기대충족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남북

도에 소재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

은 창업지원사업 중 어떠한 정부지원이 경영성과에 가장 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지원사업의 창업교육, 시설·공간, 컨설팅, 자금지원 각각 분야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분야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자금지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지원사업

과 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설·공간 만족도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시설·공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

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지원사업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가 비재무

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기대충족도가 가장 낮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해 그 수치가 가장 높은 창업교육 및 컨설팅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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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

체되면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로서 창업을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의 도약대로 삼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2017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6만 7천명

(1.3%p) 증가하였으나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는 저성장과 고실업을 고착화시키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

서 정부는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 책으로 새로운 성

장 동력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효과를 가져올 창

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2017년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창업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며, 중소기

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7년 6월 5일 경제

구조의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명칭을 중소벤처

기업부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컨트롤하

고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겠다는 대책을 수립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 지원 업무 일부, 미래창

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문체부, 고용

노동부, 교육부, 지식경제부 등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안상봉·신용준, 2017).
현재 정부는 창업과 관련하여 6,15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

고 있으며,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

링·컨설팅, 판로 및 해외진출, 행사 및 네트워크, R&D, 정책

자금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들이 창업지원사

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활용 수준이 높지 않고, 사업 자

체적으로도 대다수가 지원금과 같이 형식적인 부분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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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전인오, 2012; 
홍영진, 2017; 안상봉·신용준, 2017). 우리나라의 성과위주 창

업지원사업은 창업성공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박남규, 
2015), ‘OECD 주요국별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생존기간’에 따

르면 우리나라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2013년 기준 41%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룩셈부르크

(66.8%), 호주(62.8%), 미국(57.6%), 이스라엘(55.4%), 이탈리아

(54.8%) 보다 낮은 수치이다. 특히 신규 사업자의 75.2%는 설

립된 지 평균 5년 안에 폐업했고, 벤처 설립 후 10년 이상 사

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오직 8.2% 뿐으로 나타났다(박남규, 
2015; 김춘근, 2015).
이와 같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창업지원사업은 양적으

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낮고 폐

업률이 높은 결과를 보았을 때, 민간투자의 협업을 통해 정부

의 창업지원사업 효과를 배가 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

재 우리나라의 창업시장 현황은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창업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재분배 하는 등 개선해야 

할 창업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

는 등의 전략적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외형적 예산투입관점에서

는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들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게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

해, 창업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의 차이인 

기대충족도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에 소재

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정부의 창업지원 세부사업별로 중요도, 만족도를 

살펴보고, 양자의 차이인 기대충족도를 비교분석하여 이에 근

거한 정부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방소재 창업기업

들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Ⅱ. 이론적 선행연구 검토

2.1 창업지원사업 관련

창업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

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

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198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창

업지원사업 중 특히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난 창업교육, 컨설팅, 시설·공간, 자금지원 4가지 분야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교육은 창업가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실무 지식을 높

이고, 창업기업에게 창업인식과 창업의지를 배양 할 수 있도

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창업교육의 목적은 창업기업에게 창

업성공이 가능하도록 창업기술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

써 창업성공확률을 높이고, 창업실패와 중소기업의 양성에 있

다. 창업교육은 미래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 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뿐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

고용자 입장에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주

미 외, 2018; 임승준, 2017).
컨설팅이란 타산업의 지식 집약화와 파급 효과 및 고부가가

치 창출에 직접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지식 서비스

업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다(전창수, 2011; 신유섭, 2013). 컨설팅은 기업이 추

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의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

하고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등이다(진해광, 2010). 창업지원사업으로 컨설팅이 필요

한 이유는 창업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창업자의 역량 부족을 

보완하는 것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이다.
창업공간은 창업과 관련된 물리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창업

초기 기업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및 지속

적인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Berger & Neuhaus(1977)는 교육기반환경이 교육기관의 학습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관계를 형성 하였을 때, 교육

자들이 더 큰 행복감을 느끼며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김장권(2011)은 물리적 공간은 기

술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제공 및 창업활동을 구현할 공

간을 제공하고, 통신, 회의실 등 창업에 필수적인 환경을 조

성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창업지원금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창업기업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투·융자 자금으로, 정부가 정책적으

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 기관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

는 제도를 말한다(임승준, 2017). 정책자금은 주로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포함)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지원 사업 유형별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다.

2.2 기대충족도 관련

빠르게 변화해 가는 창업시장 속에서 창업기업의 욕구와 가

치는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의 창업 관련 

정책 방향 또한 창업시장 및 창업기업의 요구 변화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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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발맞춰 변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지

원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확대되는 창업지원사업 

지원이 실제 창업기업이 요구하는 분야에 지원규모가 적절히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후 평가를 다양한 심리적 

반응과 태도를 형성한다. 심리적 반응은 이성적 판단과 감성

적 반응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충족 또는 불충족이라 한다. 이 

때 고객이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실제로 얻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을 기대충족도라 한다(안수연, 2016; 이
유진,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객을 정책수혜 기업으로, 
기대치를 사전에 창업기업이 경영성과내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그리고 실제로 얻은 가치는 창업기업들이 

정책수혜를 통해 얻은 만족도로 조작적 정의로 활용할 수 있

다. 기대충족도는 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미래의 수익 또는 경제의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Anderson, et al., 1994). Engel, et al.(1993)는 제품에 대한 평

가가 최소한 소비자의 기대값과는 같아야 하며 그 이상일 경

우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이를 기대충족이라 하

였다. 즉, 기대충족도는 선택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평

가가 사전에 갖고 있었던 기대와 부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Kotler & Armstrong, 2004).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창업지원사업 만족도를 통해 정부창업

지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창업지원사업 이용

경험에 관련된 사후 점검인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높은 분

야에 집중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면 실제 창업지원사업의 

수요자인 창업기업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지원사업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사업 경험 이전의 중요도에 대

한 사전점검이 선행된 후 만족도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정

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창업지원사업의 제공자와 수요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한편, 임성준·김장권(2011)의 연구는 창업보육센터가 입주한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입주기업들이 인지하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차감하여 생성하는 기대충족도의 개념

을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서도 지원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그리고 기대충족도의 분

석하기 위해 임성준·김장권(2011)의 개념을 준용하여 적용하

였다.  

2.3 경영성과 관련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그 안에서 창업기업의 성공을 예측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창업기업의 성과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기업이 보

유한 자원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Eisenhardt & Martin, 2000; Moullin, 2003). 기업에 있어서 경

영성과는 성공과 기업 활동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김윤진, 
2014). 경영성과는 비교 대상인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로 기업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측

정될 수 있다(손은호·김경환, 2007; 이길원·박현숙, 2015; 이희

경, 2017). 기업의 성과는 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유·무형

의 결과물로, 실증연구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되고 있다. 
Venkatraman & Ranmanujam(1986)의 연구에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여러 요인들을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만족도, 사

회적 책임, 근로자의 질을 포함하는 주관적 성과 등으로 다차

원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Stuart & Abetti(1987)는 경영성

과를 측정하는 요소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활용

하였고, Covin & Slevin(1990)은 경영성과를 측정하는데 객관

적 성과와 민감한 재무자료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는 장점을 부각하며 주관적 성과를 동시에 이용하였다. 김윤

의(2013)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객만

족성과와 재무적 성과라고 바라보았고, 김윤진(2014)과 조중

연(2016)의 연구에서는 경영성과의 측정 요소로 재무적 성과

와 비재무적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윤소

영, 2017). 
창업지원사업과 경영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지

원사업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가의 만족

도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창업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훈, 2013).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를 재무적성과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고자 한다. 재무적 성과란 전통적인 

성과 측정기준으로서 기업의 이익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재무적 

결과이며, 기업의 생존 및 수익성, 장기적 성장을 위해 중요

하게 고려해야하는 경영성과 중의 하나이다(Benbasat & 
Dexter, 1985). 초기 창업기업은 재무적 평가에 대한 지표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고, 기업들이 재무적 상태의 공개를 꺼려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대로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김종식, 2017). 본 연구에서는 시장점유율, 
인지도, 고객만족도, 지적재산권 보유, 고용직원, 신제품 및 

서비스 등의 개발 역량 등을 사용하여 창업가의 만족도를 기

준으로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가설

서비스의 수요자인 창업기업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

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기업에게 제공된 서비스 수준이 기

업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황보

윤·김재형(2016)은 창업보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사무공간제공, 창업활동지원

금, 교육 및 코칭, 전문컨설팅, 홍보판로개척, 입주사간 협업

을 이용하였고, 임성준‧김장권(2011)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의 성과에 미치는 지원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지원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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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시설 및 장비, 마케팅, 인력·법률, 자금 지원, 기술 및 

생산 관리, 네트워크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청년

창업기업의 행태 분석을 통해 청년창업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청년 창업활동의 원활화를 연구한 양현봉‧박종복(2011)의 연구

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창업교육의 미흡, 청년창

업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 부족, 창업 이후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 미흡, 창업 공간 및 창업 관련 정보의 DB 등의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미흡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창업

교육, 컨설팅, 시설·공간, 자금지원으로 구분하고, 창업지원사

업을 이용한 창업기업이 인식한 창업지원사업의 중요도와 창

업지원사업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인 기대충족도를 확인하고, 창

업지원사업의 만족도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한다. 이때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중요도와 만

족도는 정부의 정책을 수혜 받기 전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가

지고 있는 기대치를 중요도로, 정책을 수혜 받고 사후적으로 

느끼는 가치를 만족도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가대충

족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가설1: 창업지원사업 중요도와 만족도는 차이를 가질 것이다.
가설2: 창업지원사업의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는 차이를 

가질 것이다.
가설3: 창업지원사업 만족도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창업지원사업 만족도는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

해 사업을 개시하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창업보육매니저에게 요청하여 10개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150개의 입주기업들에게 이메일 설

문지가 발송되었고, 자기보고식 작성방법에 따라 설문 회수된 

123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 하게 응답한 설문지 1부를 제외한 

총 122개를 최종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

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요

인을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먼저 창업기업의 창업지원

사업을 (예비)창업자 및 기존 창업기업의 창업활동을 돕기 위

한 정부주도의 지원 사업으로 정의하고, 창업교육, 시설·공간, 
컨설팅, 자금지원의 4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다. 

창업교육 중요도 및 만족도 측정도구는 김춘근(2015)이 사용

한 6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교육은 창

업자의 창업가정신 함양하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성

공적인 창업을 돕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창업

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관련 기능·정보·태도와 관련한 교육, 
세미나, 포럼 등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을 의미한다. 
컨설팅 중요도, 만족도는 정춘영(2010)이 사용한 7개 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고, 사업계획 및 운영, 회계, 법률 

등의 창업활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및 문제점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을 의미한다. 
시설·공간 중요도 및 만족도 측정도구는 김춘근(2015)과 임

성준·‧김장권(2011)이 사용한 5개 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측

정하였고,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서비

스로서, 원활한 창업활동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 및 성장 기업

에게 창업 공간, 제작지원 시설 등의 제반시설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 유형을 의미한다. 
창업자금 중요도 및 만족도는 김종식(2017)이 사용한 4문항

에 기타 3문항을 추가하여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고, 자금

지원은 창업 결정 및 도움을 받기위한 정부지원정책이며 정

부의 지원자금 및 출연자금, 융자자금 및 투자자금을 의미,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기관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과 자금 정보를 지원하는 사업 유형을 

의미한다. 창업지원사업의 기대충족도는 창업지원사업의 중요

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재무적 성과는 유상정(2016)과 윤소영(2017)이 

사용한 6개 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다. 재무적 성과

는 매출액, 수익성, 경영성과 등과 같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의 성장을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비재무적 

성과는 유상정(2016)과 윤소영(2017)이 사용한 7개 문항을 5점 

Likert척도로 사용하였고, 비재무적 성과는 고객 인지도, 만족

도, 지적재산권 보유 등과 같이 고객차원, 회사차원, 직원 만

족 등의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의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3.4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기업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27명(22.1%), 
남성이 95명(77.9%)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만

나이는 평균 42.55세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대학졸업 이하 

48명(39.3%), 석사졸업 이하 42명(34.4%), 박사졸업 이하 19명
(15.6%), 전문대졸 이하 10명(8.2%), 고졸이하 3명(2.5%) 순으

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기업 특성으로 업력은 평균 38.90개월로 나타났으

며, 기업의 위치는 충청남도가 91개(74.6%), 충청북도가 31개
(25.4%)로 충청남도의 기업이 충청북도 기업보다 3배 가량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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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기업의 직원 수는 평균 3.87명이었고, 
작년에 비해 신규로 채용된 직원 수는 평균 .94명으로 나타났

다. 기업이 속한 업종은 제조업이 89개로 전체 기업의 73%를 

차지하였고 출판·영상·정보통신 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서비

스 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자 및 조사대상기업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기업의 일반적 특성 (N=122)

변수 범주 빈도 평균 %
표준 
편차

성별 여성 27 22.1

남성 95 77.9

만나이 (24세-65세) 42.55 8.473

교육수준 고졸이하 3 2.5

전문대졸이하 10 8.2

대학졸업이하 48 39.3

석사졸업이하 42 34.4

박사졸업이하 19 15.6

업력 (0개월-83개월) 38.90 31.946

기업위치 충청남도 91 74.6

충청북도 31 25.4

직원 수 (0명-30명) 3.87 4.514

신규직원 수 (0명-7명) .94 1.433

업종 제조업 89 73.0

출판,영상,정보통신서비스업 15 12.3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6 4.9

사업지원서비스업 3 2.5

교육서비스업 1 .8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2 1.6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 6 4.9

IV. 실증결과분석

4.1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의 만족도와 경영성과를 다항목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항목들의 신뢰도

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신뢰도 검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요인들의 

Cronbach's α값이 0.9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내적일관

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타당성분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창업교육과 컨설팅의 적재량의 값이 한 개의 

요인으로 합쳐져 최종요인은 창업교육 및 컨설팅만족도, 시

설․공간만족도, 자금지원만족도, 재무적경영성과, 비재무적경

영성과로 나타났다. 
독입변인인 창업지원 사업만족도 요인의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에서는 KMO값이 .930으로 나타났고, 종속변

인인 재무적성과의 KMO값은 .911, 비재무적성과의 KMO값은 

.868로 나타났으며, 모든 변인의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

값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와 관측치

의 수가 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 

변수 요인 고윳값
누적 
분산

Cronbach’s α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창업교육 만족도1 .566 33.139 .964

창업교육 만족도2 .687

창업교육 만족도3 .724

창업교육 만족도4 .806

창업교육 만족도5 .769

창업교육 만족도6 .770

컨설팅 만족도1 .784

컨설팅 만족도2 .740

컨설팅 만족도3 .800

컨설팅 만족도4 .814

컨설팅 만족도5 .783

컨설팅 만족도6 .805

컨설팅 만족도7 .714

시설
공간

시설공간 만족도1 .777 50.083 .916
시설공간 만족도2 .823
시설공간 만족도3 .788
시설공간 만족도4 .798
시설공간 만족도5 .696

창업교육 만족도6 .770

자금
지원

자금지원 만족도1 .822 74.290 .952
자금지원 만족도2 .851
자금지원 만족도3 .858
자금지원 만족도4 .863
자금지원 만족도5 .853
자금지원 만족도6 .766
자금지원 만족도7 .743

재무적 
경영
성과

재무적 경영성과1 .896 81.751 .955
재무적 경영성과2 .926
재무적 경영성과3 .859
재무적 경영성과4 .896
재무적 경영성과5 .922
재무적 경영성과6 .924

비
재무적 
경영
성과

비재무적 경영성과1 .845 64.349 .902
비재무적 경영성과2 .891
비재무적 경영성과3 .835
비재무적 경영성과4 .699
비재무적 경영성과5 .681
비재무적 경영성과6 .832
비재무적 경영성과7 .809

4.2 창업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만족도
 
창업지원사업 분야별로 창업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

와 실제 만족하는 정도의 평균값과 그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창업지원사업 중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야는 자금

지원(4.44점), 시설·공간(4.25점), 컨설팅(3.80점), 창업교육(3.76
점) 순으로 나타났고, 자금지원과 시설·공간은 4점 이상의 높

은 점수를 보였다. 창업지원사업의 만족도는 시설·공간(3.48
점), 창업교육(3.39점), 자금지원(3.36점), 컨설팅(3.33점)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사업의 창업교육, 시설·공간, 컨설팅, 자금

지원 각각 분야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간 평균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정(+)의 값을 보였으며 중요도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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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자금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

업자들이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 것보다 만족

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창업지원사업 경험에 대한 평

가에 있어서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창업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검정 (N=122)

요인

중요도 만족도
중요도-
만족도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창업교육 3.76 .936 3.39 .914 .369 4.612 .000

컨설팅 3.80 .962 3.33 1.040 .467 4.660 .000

시설·공간 4.25 .816 3.48 .929 .762 7.662 .000

자금지원 4.44 .761 3.36 1.076 1.082 9.876 .000

4.3 창업지원사업의 중요도-만족도(IPA)분석
 
IPA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은 각 항목의 상대

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평가기법으로 

분석결과를 도식화하는 분석방법이다(Martilla·James, 1977).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가 어떠한 창업지원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창업지원사업에 만족하는지를 창업자가 스

스로 평가하여 창업지원사업의 세부항목별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를 4개의 사분면에 표시하였다. 제 1사분면은 높은 중요

도와 만족도로 좋은 성과 지속유지 항목, 제 2사분면은 높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로 약점항목에 대한 집중개선 항목, 제 

3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와 낮은 만족도로 낮은 우선순위로 제

한적 활용이 필요한 항목이며, 제 4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로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과잉노력 지양 항목이다. 
먼저 창업지원사업의 사분면 분포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지속적 유지가 필요한 1사분면에는 시설·공간 지원사업, 
집중개선이 필요한 제 2사분면에는 창업자금 지원사업, 저 우

선순위로 제한적 활용이 필요한 제 3사분면에는 컨설팅지원

사업, 창업교육 지원사업은 제한적 활용이 필요한 제 3사분면

과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지양이 필요한 제 4사분면의 경계

에 분포하였다. 
 

<그림 1> 창업지원사업 중요도-만족도(IPA)분석

4.4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인 창업지원사업 만족도와 종

속변수인 재무적 성과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재무적성과와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

1 2 3 4

1.창업교육 및 컨설팅만족도 1

2.시설공간만족도 .649*** 1

3.자금지원만족도 .602*** .504*** 1

4.재무적 성과 .338*** .356*** .283*** 1

***p<.01

다음으로 창업지원사업 만족도와 비재무적 성과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비재무적성과와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

1 2 3 4

1.창업교육 및 컨설팅만족도 1

2.시설공간만족도 .649*** 1

3.자금지원만족도 .602*** .504*** 1

4.재무적 성과 .391*** .353*** .279*** 1

***p<.01

4.5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N=122)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공차
한계

VIF

(상수) 1.802 .360 5.007 .000

교육컨설팅 
만족도

.156 .133 .144 1.172 .244 .477 2.095

시설공간 
만족도

.237 .123 .220 1.937 .055 .558 1.792

자금지원 
만족도

.076 .096 .085 .787 .433 .616 1.624

R2=.151(Adj R2=.129), F=6.996(p<.000), Durbin-Watson=1.748

먼저 창업지원사업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측

정한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결과, 모형의 F 통계값은 

6.996, 유의확률은 .000로 .05에서 재무성과를 유의하게 설명

하고 있으며, 회귀모형은 15.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본 

회귀모형의 공차한계의 최소는 .477, VIF의 최대는 2.095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 회귀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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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업지원사업 만족도와 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

한 결과 시설·공간만족도(t=1.937, p<.055)가 유의수준 .055에
서 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설·공간만족도는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시설·공간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교육 및 컨설팅만족도, 시설·공간만족도, 자금지원만족

도를 독립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한 모형에 대한 통계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N=122)

통계적 유의성 결과, 모형의 F 통계값은 8.101,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수준은 .05에서 비재무성과를 유의하게 설명하

고 있으며, 회귀식은 17.1%의 설명력을 보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사업

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 및 

컨설팅만족도(t=2.155, p<.033)가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및 컨설팅만족

도는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창업교육 및 컨설

팅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사업의 기대충족도를 확인하고, 창업지원사업과 경영성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먼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창업교육, 컨설팅, 시설·공간, 

자금지원으로 구분하고, 창업지원사업을 이용한 창업기업이 

인식한 창업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창업지원사업을 경험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의 현황

과 창업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수

요자의 요구도인 중요도와 제공자인 정부의 목표인 창업지원

사업의 만족도의 일치정도를 확인하여 창업지원사업의 효과

적인 전달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업

지원사업의 중요도, 만족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도의 차

이인 기대충족도를 비교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문제점을 파악

함으로서 현 시대에 맞는 발전방향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창

업지원사업의 발전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가가 인식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창업지원사업의 방

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사업의 창업

교육, 시설·공간, 컨설팅, 자금지원 각각 분야의 중요도와 만

족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분야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와 

만족도간 평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정(+)의 

값을 보였으며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자

금지원으로 나타났다. 창업가는 자금지원, 시설·공간, 컨설팅, 
창업교육 순으로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만족도는 역순

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창업자금지원에 있어 정부는 자

금지원사업 외형적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왔지만, 실질적으로

는 여전히 많은 창업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수

요에 부합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낀 결과

로 풀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자금지원의 규모에 대한 확대와 

동시에 창업가들이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형태로 자

금을 공급하는 맞춤형 자금지원 정책 포트폴리오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창업자가 어떠한 창업지원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창업지원사업에 만족하는지를 창업자가 스스로 평가

하여 창업지원사업의 상대적 중요도와 만족도를 4개의 사분

면에 표시한 IPA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지원사

업의 사분면 분포를 정리하면, 지속적 유지가 필요한 제 1사
분면에는 시설·공간 지원사업이, 집중개선이 필요한 제 2사분

면에는 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저 우선순위로 제한적 활용이 

필요한 제 3사분면에는 컨설팅지원사업이 분포하였고, 창업교

육지원사업은 제한적 활용이 필요한 제 3사분면과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지양이 필요한 제 4사분면의 경계에 겹쳐서 분

포하였다. 특히 창업자금지원은 제 2사분면에 위치하여 집중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지원사업에 있어 

창업자금지원은 대부분 직접적 지원이 아닌 융자 및 보증 등

의 차용의 형태의 지원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차용금의 이자에 

대한 부담이 경영성과 및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엔젤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이들 투자 방식이 창업기업의 자금의 필요에 충

분히 기능할 만큼의 인프라가 연구대상 지역인 충청도지역에

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기업자금지원에 있어 투자형태 자금공급을 확대함과 동

시에 이들 자금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골고루 확산되게 

하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지원사업 만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

업지원사업과 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설·
공간만족도가 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시설·공간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공차
한계

VIF

(상수) 2.051 .311 6.604 .000

교육컨설팅 
만족도

.247 .115 .261 2.155 .033 .477 2.095

시설공간 
만족도

.154 .106 .163 1.453 .149 .558 1.792

자금지원 
만족도

.031 .083 .039 .369 .713 .616 1.624

R2=.171(Adj R2=.150), F=8.101(p<.000), Durbin-Watson=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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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창업지원사업과 비재무적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분석

한 결과 창업교육만족도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쳐 창업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

정 이상의 기업가 역량에 관련된 교육 및 기업 운영에 관한 

컨설팅 경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나, 이

번 연구를 토대로 보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가에게 창업교

육 및 컨설팅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창업지원사업의 

분야별 효과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자금지원, 
판로 및 마케팅, 시설·공간 등 지원시에도 창업교육 및 컨설

팅과 연계지원 하며 주기적으로 정책만족도를 관리한다면 창

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것이 한계점이다. 통상 

효과적인 연구는 창업기업을 업력에 따라 초기기업, 도약기

업, 성장기업으로 구분하고, 산업별 창업기업을 구분하여 창

업지원사업의 중요도, 만족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창업

기업의 성장단계별, 산업별 필요 지원사업과 중요 지원사업 

등이 다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성장단계별, 산업별 중요

도, 만족도, 기대충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이 지역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지역적 한계를 가진 실증연구라는 부분이

다. 창업기업의 사업장의 위치가 대부분 창업보육센터에 편중

되어 있었으며, 연구 환경의 제약으로 전국의 창업기업, 다양

한 업종 및 산업의 창업기업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후 전국대상으로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비입주 기업을 구분하여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

지원사업 정보에 대한 차이 등을 중심으로 좀 더 명확한 영

향요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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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act of Startup Business Performance by Entrepreneurs’

Perceived Importance, Satisfaction, and Level of Meeting to

Expectation over Government Startup Business Aid Programs

Lee, Young Ju*

Yang, Youngse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ance and the satisfaction with respect to government startup 
aid programs perceived by entrepreneur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tartup aid policy and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aid project and business performance.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impact of entrepreneurs’ perceived 
satisfaction over government startup aid programs  on startup business performance. 

Major study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esting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n startup education, facility/space, consulting, or fund support field, respectively in start-up assistance project, 
it appear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fields. In addition, fund support was the field that showed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Second, the results of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hich displays relativ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start-up assistance 
project on four quadrants so that entrepreneurs can evaluate which start-up assistance projects they think important and which projects 
they are satisfied with by themselves are as follows. Let us summarize the distribution of start-up assistance project on four quadrants in 
the first place. Facility/space support project is distributed in the 1st quadrant that requires ongoing maintenance; start-up funding program 
in the 2nd quadrant that requires concentrated improvement; consulting support project in the 3rd quadrant that requires limited use at 
low priority; and start-up education support project in the boundary between the 3rd quadrant that requires limited use and the 4th 
quadrant that requires rejection against unnecessary items. 

Third, the results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the impact of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startup aid programs over 
business performance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tartup aid program and 
financial performance, it appeared that satisfaction with facility/space had a positive (+)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Thi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facility/space, the higher the financial performa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assistance project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it appeared that satisfaction with startup education had a positive (+) 
impact on non-financial performance. This suggests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startup education, the higher the non-financi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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