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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업자들이 지각하는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공정성이 창업지원의 만족도 및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5년 내에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611부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정성

은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상호작용적 공정성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세 유형의 공

정성이 창업지원 사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 만족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경영성과

는 응답자 자신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창업단계는 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기/데스벨리, 고도성장기로 구분하였으며, 

창업단계별 정부지원사업의 공정성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공정성 개념은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지원사업만족도는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단계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창업기에는 절차적 공정성이, 초기성장기에는 절차적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

성이, 정체기/데스벨리에는 모든 공정성 개념이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고도성장기에는 공정성 개념이 모두 창업지원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창업지원사업만족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창업단계에 관계없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창업자의 공정성 지각을 적용하여, 창업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자에게는 창업단계별 창업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핵심주제어: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창업기업 성장단계, 창업지원사업만족도, 경영성과 

Ⅰ. 서론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경영환경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국내 경제 환경을 바꾸어나가기 위해서는 창업분위기를 

살리고 적절한 창업지원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

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때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공정하게 기업을 지원한다고 모

두가 느껴야 기업이 지원 사업에 만족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경영성과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성은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개념이지만 

최근 경영학분야 특히 인사관리분야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1965년 Adams가 형평이론(equity 
theory)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투입한 정도와 보상받은 정도를 

타인과 비교하여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Homans(1961)가 그의 연구에서 분배의 정의와 중요성을 이야

기 하면서 공정은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들이 자신이 투입한 

노력 대비 보상에 대한 기대치라고 소개하였다. 이렇듯 공정

은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왔고, 경제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조

직 내에서의 공정성(Goodman, 1974), 즉 분배(Homans, 1961)나 

절차적 측면의 공정성(Thibaut & Walker, 1975)이 소개되는 등 

꾸준히 발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창업자들의 공정성 지각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

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창업자가 지각한 공정성과 창업지원사업만족도 간

의 관계에서 기업의 성장단계를 조절변수로 제안하였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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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단계는 상품의 성장단계와 유사하게 3단계에서 7단계

까지 다양하게 구분한다(Kazanjian & Drazin, 1989). 창업기업

들의 비즈니스 생태계 내에서 진화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의 

연구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

다. 그러나 창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창업지원 경험과 창업

지원 방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창업자들이 지각하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관한 연구

는 제한적이다(정경희, 2020). 이는 창업자들이 서로 다른 시

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종

합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

의 창업지원에 대한 다양성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특성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들의 지각하

는 공정성은 향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공정성이 창

업지원기업이 느끼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만족도

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창업지

원 사업에 대한 창업자들의 공정성 지가정도를 확인한다. 둘

째, 공정성 유형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기업들에게 중요한지를 

확인한다. 셋째,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정부의 창업지원 사

업에 대한 공정성과 창업지원사업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

다. 넷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성 지각에 대한 연구의 확

장과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관리적 시사점을 제공 하는 것이다. 

Ⅱ. 선행연구

2.1 공정성

공정성은 철학이나 심리학, 사회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

이지만, 경영학에서도 다양한 경영환경에 맞게 인사조직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직무나 인사평가 등에서 

공정성이 조직의 결속이나 공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는 Lind & Tyler(1988)등에 있다. 공정성에 대한 연

구를 살펴보면, Adams(1965)가 조직 내에서 자신과 타인의 투

입대비 산출량을 비교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불공정하게 느끼

며 자신의 투입과 산출을 조정하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의 바탕이

라고 할 수 있다. 조직에 기여를 많이 하는 조직원들은 조직

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공정성

은 Thibaut & Walker(1975)에 의해 절차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절차적 공정성은 자원 분배

의 투입과 산출 뿐 아닌 그 배분 과정에서 지각하는 의사결

정과정 상의 공정성이다. 조직원들은 분배의 결정과정에서 절

차의 공정성에 대해 꾸준히 지각하며 이러한 지각은 분배의 

결과에 못지않게 공정성 자체의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

는 것이다. 그 이후의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중 어떠한 공정성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Bies & Moag, 1986). 
상호작용적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은 분배나 절차 이외

에 공정을 제공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대해 주었

는가에 대한 개념이다(Goodwin & Ross, 1992). 상호작용적 공

정성은 절차 공정성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세 

번째 공정성의 구성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태문 

2015). Colguitt(2001)의 연구에서 상호작용적 공정성을 대인관

계공정성, 정보공정성 등으로 더욱 세분하여 구분하기도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적 공정성까지 세 개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만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대해서는 Kazanjian(1988)이 제품의 

성장단계와 유사한 4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품개발

단계, 상업화단계, 성장단계, 안정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구분으로는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소멸기 등 4단계

로 구분하는 연구도 있다(Miller & Friesen, 1984). 국내 일부 

연구에서는 창업기, 최초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로 구분하는 연구가 많은데(이영훈·송유진, 2019) 성장단계는 

연구내용과 목적에 따라 조금씩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에 대한 공정성이 창업지원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변수로 사용될 것이므로 창업지원을 

많이 받는 기업의 초기단계를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한 구분을 

이용하였다. 
창업기는 사업모델이 완성되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소개되는 시점을 의미한다(박다인·박찬희, 2018). 창업자의 역

량이나 주도하에 기업이 운영되며 창업 모델의 역량에 따라 

빠르게 성정하기도 하는 단계이다. 창업기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미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를 창업 후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단계로 정의하였다. 그 다음은 

초기 성장기인데 사업모델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산되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단계이다. 즉 창업역량이 어

느 정도 인정을 받은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불안정한 경영환경 때문에 불확실성

이 증대되기도 한다. 경영자와 하부 조직 간의 엇박자가 나기

도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서비스를 통해 

첫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진입 단계로 정의하였다. 
정체기/데스벨리는 초기성장 단계를 넘어 기업이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위기이다. Cardullo(1990)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

이 초기 데스벨리에 빠져 소멸하거나 쇠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고, 이 시

기의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진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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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증가하지 않아 자금 문제 등으로 기업 활동이 정체된 

단계로 정의하였다. 고도 성장기는 후속제품이 출시되고 제품

과 시장이 다각화 되는 시기이다(박다인·박찬희, 2018). 초기 

성장기 보다는 매출도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

해 줄 수 있는 시기이다. 조직이 커지다보니 관료화되어 사업 

활동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본 연

구에서는 본격적 영업･마케팅 활동을 하고 매출액이 급등하

는 등 본격적인 시판 단계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성숙기(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안정되고 높은 

수익성이 확보되는 단계), 회수기[기업공개(IPO), 인수합병

(M&A)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 쇠퇴기(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성이 급락하여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고려하

는 단계)로 총 7개의 기업성장단계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를 7단계로 

구분하여 정부의 창업지원 공정성과 창업지원의 만족도 그리

고 경영성과를 확인하였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시각

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달리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다.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

로 지원되고 있고, 조사 대상의 대부분의 기업들(84.4%)이 초

기 4단계에 몰려있어서 실제 의미 있는 분석은 앞의 4단계에 

집중하였다. 

2.3 창업지원사업만족도와 경영성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Oliver(1980)에서 비롯된 기대 불일치

론에서 시작되었다. Parasuraman et al.(1994)에 따르면 경영학

에서는 소비자가 가졌던 기대에 비해 느끼는 감정 상태를 의

미한다. 창업지원사업만족도는 창업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사

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것이다. 만족도는 성과를 측정하

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특히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도 있었다(Locke, 1976).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창업기업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종속변수로 활

용하였다.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은 여러 유형일 수 있는데 조

사에 참가한 총 611개의 기업이 경험한 정부의 지원 사업을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지원, 정책자금, 
R&D지원,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창업행사·네트워크로 구분하

였다. 창업교육은 창업 강좌나 창업아카데미 등을 의미하고, 
시설·공간은 창업보육센터, 시제품 제작 터 등의 사용을 의미

한다. 멘토링·컨설팅은 창업자금 연계 컨설팅 등의 지원을 포

함한 개념이고 사업화 지원은 창업아이템 사업화나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을 포함한다. 정책자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융자나 보증 등을 의미하고 R&D지원은 창업 아이템의 R&D
를 의미한다. 판로·마케팅·해외진출은 판로나 수출지원을 한 

정부지원을 의미하고 창업행사·네트워크는 박람회나 경진대회

에 참가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는 산

업분류나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량

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Mahmood & Norshafizah(2013)
는 경영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경영성과로서 지난 5년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창업기업의 경

영성과를 개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

업과 목표한 성과에 대한 만족도를 창업자의 주관적 관점에

서 측정하여 경영성과로 보았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요인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종속
변수

경영성과
창업자의 경영성과, 매출/매출증가율, 시장점유율,
기업성장속도에 대한 만족도 

⋅경영성과에 대한 만족도
⋅시장점유율에 대한 만족도
⋅매출/매출 증가율에 대한 만족도
⋅기업성장속도에 대한 만족도

Mahmood & Norshafizah(2013)

매개
변수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만족도
정부의 창업지원의 유형을 8개로 나누어서 측정

⋅창업교육, 창업을 위한 시설 공간, 멘
토링 컨설팅,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관련, R&D지원, 판로 마케팅 해외진
출, 창업행사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

Oliver(1980),
Parasuraman et al.(1994)

독립
변수

절차적
공정성

거래관계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의 진행을 의미하는 
공정성

⋅새로운 기술 수용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대응
⋅아이디어 창출노력 
⋅외부기회 활용

Folger & Konovsky(1989),
김현정(2018)

상호작용적 
공정성

자원분배의 양과 절차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
직구성원을 합리적으로 대우하였는가에 대한 지각

⋅기업성장에 대한 가치부여
⋅연구개발과 기술선도
⋅기업 성장성에 대한 자원투여
⋅리스크 분석 및 감수

Bies & Moag(1986),
김현정(2018)

분배적
공정성

의사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물에 대
해 느끼는 공정성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개선
⋅시장반응에 대한 탐색
⋅시장요구에 대한 수정

Goodman & Pennings(1977)

조절
변수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기업의 성장단계에 대해 느끼는 정도

⋅창업기
⋅초기성장기
⋅정체기/데스벨리
⋅고도성장기

Scott & Bruce(1987),
장수덕(2007),

Chen & Ku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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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그

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실제 창업성과의 창출에 영향에 관한 연구는 김상순 외(2012)
에 있다. 창업지원정책이 실제 창업가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로는 박남규 외(2015)의 연구

가 있다. 창업기업의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로 사용한 변수는 공정성을 사용하였다. 공정성은 절차적 공

정성, 분배적 공정성, 상호작용적 공정성을 사용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공정성이 상사나 조

직에 대한 신뢰는 전수진(2017)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정성을 분배, 절차, 상호작용적 공정성 등 세 가지를 사용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공정성과 신뢰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

고 분배나, 절차, 혹은 상호공정성이 어떤 상황에서 신뢰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재

훈·최익봉, 2004; 서재현, 2000; 박상언, 2001; 박준철 외, 
2003).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공정성이 창업지원사업만족도를 통해 경영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관계에서 창업기

업의 성장단계가 조절효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공정성의 세 가지 개념인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상

호작용적 공정성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게 창업

지원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3.2 가설의 설정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변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들은 공정성과 창업지원사업만족도, 
그리고 경영성과에 대한 관계를 정의한 가설들이다. 먼저, 공

정성이 창업지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김대진 외(2017), 
전수진(2017)의 연구에서 분류한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

성, 상호작용적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김

대진 외(2017)의 연구는 공정성이 기대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원사업의 공정성이 

창업기업들이 지각하는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절차적 공정성은 창업지원사업 만족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상호작용적 공정성은 창업지원사업 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분배적 공정성은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지원사업만족도가 경영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는 연구를 김대진 외(2017)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

진 외(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공정성 지각

이 기대효과에 영향을 주고 그 기대효과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종속변수로 창

업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안하였고, 최종적인 종속변수는 경

영성과를 사용하였는데, 경영성과의 측정은 각 기업이 지원한 

사업으로 인한 성과를 측정하였다. 

가설 4: 창업지원사업만족도는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 가설에 정부의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를 조절효과로 도입

하여 새로운 가설을 더 정의하여 연구가설을 완성하였다. 창

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대해서는 박다인·박찬희(2018)의 연구를 

비롯하여 연구의 아이디어와 지난 5년 내에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이라는 본 연구 데이터의 취지에 맞게 구성하였다. 창업

기업의 성장단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이영훈·송유진

(2019), 정경희(2020) 등이 있다. 특히 정경희(2020)이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유사하게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창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창업성장단계가 조절효과로서의 역

할을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공정성이 주된 

독립변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로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가설을 만들었다. 창업지원사업의 공정성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각 공정성의 의미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다

음과 같이 조절효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공정성이 창업기업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5a: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절차적 공정성이 창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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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5b: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상호작용적 공정성이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5c: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분배적 공정성이 창업지

원사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조사설계

본 연구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난 2019년도 6월부

터 10월까지 대구 지역의 창업실태 및 동향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창업기업의 일반 현황과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기

반으로 하였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소재의 지원기관에서 최

근 5년간 지원받은 법인 혹은 개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

업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의 특성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거나 불확

실한 자료를 제거하고 총 611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방문면접을 비롯하여 

정보통신(온라인조사, 팩스, 메일,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하는 

등 조사방법을 다양화 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실증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제안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가설은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창업가의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지각과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창업단계별 차이는 각 단계별 분석을 비롯하

여 카이스퀘어 차이(△χ²)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Ⅳ.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징은 <표 2>과 같다. 연령에 관계없이 남성창업자

의 비율이 여성창업자의 비율보다 높았다. 전공은 공과계열 

전공자가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인문사회나 예술계열 전

공자의 비율이 높았다. 창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32.6%이고, 창업 2~3년 기업이 48.3%정도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벤처인증 기업보다는 비인증기업의 비율이 높

고, 이노비즈인증 기업 또한 3.6%로 상대적인 비중이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표 2> 표본의 특성 (n=611)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477 78.1

창업
업령

1년 2 0.3

여성 134 21.9 2년 108 17.7

학력

고졸이하 46 7.5 3년 187 30.6

초대졸 67 11.0 4년 20 3.3

대졸 333 54.5 5년 209 34.2

석사 112 18.3 6년 52 8.5

박사 53 8.7 7년 33 5.4

전공

IT계열 82 13.4
벤처인증

인증 215 35.2

공과계열 185 30.3 비해당 396 64.8

자연계열 71 11.6
이노비즈인증

인증 22 3.6

인문사회계열 168 27.5 비해당 589 96.4

예술계열 82 13.4

기업성장
단계

창업기 96 15.7

기타 23 3.8 초기성장기 245 40.1

창업
경험

있음 199 32.6 정체기/데스벨리 175 28.6

없음 412 67.4 고도성장기 75 12.3

기업
형태

개인 282 46.2 성숙기 12 2.0
법인 329 53.8 쇠퇴기 8 1.3

그리고 <표 4>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창업자들의 

참여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들의 정부지원 사

업 유형은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체 611명의 

응답자들은 최소 1개 이상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5개 이상의 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한 응답자도 많다. 정

부의 창업지원 사업 여덟 가지 가운데, 창업보육센터 및 시제

품 제작 지원과 같은 시설공간에 대한 지원에 참여한 응답자

가 69.1%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창업아이템을 사

업화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응답자 또한 

66.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제

품판로, 마케팅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는 39.6%의 

참여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주로 스타트업 기업으로 창업기, 초기성장단계 그

리고 정체기/데스벨리 단계의 창업기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

자들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한 응답자들이 

평가한 개별 만족도를 바탕으로 중위수를 도출하여 평가결과

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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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형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여부 (n=611)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 등)

참여 350 57.3 정책자금
(정부 공공기관의 융자 보증 등)

참여 323 52.9
비참여 261 42.7 비참여 288 47.1

시설 공간
(창업보육센터, 시제품제작터 등)

참여 422 69.1 R&D지원
(창업아이템 R&D 등)

참여 246 40.3
비참여 189 30.9 비참여 365 59.7

멘토링 컨설팅
(창업자금연계컨설팅 등)

참여 325 53.2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
(판로 수출 지원 등)

참여 242 39.6
비참여 286 46.8 비참여 369 60.4

사업화 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등)

참여 405 66.3 창업행사 네트워크
(박람회, 경진대회 등)

참여 291 47.6
비참여 206 33.7 비참여 320 52.4

4.2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변수의 상관관계 

및 AVE값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

준치 이상으로 높게 분석되었고, 각 개별 측정문항의 표준화

된 추정치는 0.710에서 0.946사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의 

집중타당성은 확인되었으며, 변수의 복합신뢰도 또한 0.915에
서 0.965사이로 모든 변수가 기준치 0.7이상인 것으로 확인되

어 변수의 신뢰도 또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변

수들 간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의 상관관계 분

석결과와 AVE값을 비교하였는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변수의 AVE값은 0.579에서 0.904 사이로 기준치 0.5이상으

로 나타났으며,   값은  변수의 상관관계 값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변수의 판별타당도가 입증되었다. 

<표 4> 변수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추정치 S.E. C.R. P
복합
신뢰도

절차적
공정성

사업추진 절차는 주어진 정보에 따라 진행되었다. 0.896 　 　 　
0.915사업추진 절차가 자주 변경되지 않았다. 0.861 0.034 29.852 0.000

사업추진 절차는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0.896 0.032 32.362 0.000

상호
작용적
공정성

사업담당자는 우리의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했다. 0.930 　 　 　

0.971

사업담당자는 사업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었다. 0.913 0.023 40.357 0.000
사업담당자는 사업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었다. 0.916 0.023 40.875 0.000
사업담당자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주었다. 0.952 0.022 47.031 0.000
사업담당자는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었다. 0.931 0.022 43.224 0.000
사업담당자는 우리를 정중한 태도로 대해주었다. 0.892 0.024 37.529 0.000

분배적
공정성

지원신청서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0.967 　 　 　
0.965지원신청서 작성에 들인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다. 0.960 0.017 59.789 0.000

지원기업 선정은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0.925 0.021 49.183 0.000

창업
지원
사업
만족도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0.803 　 　 　

0.916

창업을 위한 시설 공간에 대한 만족도 0.668 0.045 17.549 0.000
멘토링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0.806 0.044 22.329 0.000
사업화 지원에 대한 만족도 0.790 0.042 21.722 0.000
정책자금 관련 만족도 0.750 0.044 20.292 0.000
R&D지원에 관한 만족도 0.795 0.044 21.895 0.000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에 대한 만족도 0.710 0.047 18.869 0.000
창업행사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 0.755 0.046 20.472 0.000

경영
성과

내가 지원한 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0.767 　 　 　

0.923
지원 사업을 통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0.872 0.041 30.357 0.000
지원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성과에 만족한다. 0.949 0.057 25.418 0.000
지원 사업의 성과는 우리의 성과에 도움이 되었다. 0.871 0.055 23.395 0.000

적합도: χ²(df)=809.003(238), p=0.000, χ²/df=3.399, RMR=0.048, GFI=0.898, AGFI=0.871, NFI=0.952, IFI=0.965, TLI=0.960, CFI=0.965, RMSEA=0.063, LO90=0.058,
HI90=0.067

<표 5> 변수의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도 검정결과

변  수 AVE 1 2 3 4 5

1. 절차적 공정성 0.782 0.884 　 　 　 　

2. 상호작용적 공정성 0.851 .768** 0.922 　 　 　

3. 분배적 공정성 0.904 .755** .832** 0.950 　 　

4. 창업지원사업 만족도 0.579 .600** .633** .597** 0.760 　

5. 경영성과 0.751 .547** .576** .609** .454** 0.866

평  균 5.458 5.713 5.630 3.821 5.570

표준편차 1.223 1.221 1.314 0.711 1.180

* 대각선 부분(이탤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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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은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통해 검

증하였다. 가설의 검증조건을 위해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적합도 지수(χ²(df)=945.969(241), p=0.000, χ

²/df=3.925, RMR=0.151, GFI=0.885, AGFI=0.857, NFI=0.944, 
IFI=0.957, TLI=0.951, CFI=0.957, RMSEA=0.069, LO90=0.065, 
HI90=0.074)가 적정 기준 이상으로 확인되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설명력은 확보되었다. 

<표 6> 창업지원의 공정성과 만족도 및 사업성과간의 관계

가    설
Esti
mate

S.E. C.R. P

절차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 

만족도
0.309 0.043 4.609 0.000**

상호작용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 

만족도
0.335 0.044 4.479 0.000**

분배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 

만족도
0.124 0.040 1.752 0.080*

창업지원사
업 만족도

→ 경영성과 0.531 0.056 11.772 0.000**

적합도: χ²(df)=945.969(241), p=0.000, χ²/df=3.925, RMR=0.151, GFI=0.885,
AGFI=0.857, NFI=0.944, IFI=0.957, TLI=0.951, CFI=0.957, RMSEA=0.069,
LO90=0.065, HI90=0.074

우선,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창업자의 공정성 지각과 

사업의 만족도 및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1에서 가설 4는 <표 6>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즉 정부의 창

업지원사업에 대한 창업자의 세 가지 유형의 공정성 지각(절
차적, 상호작용적, 분배적 공정성)은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어 가설 1에서 가설 3은 

모두 채택되었다. 특히 상호작용적 공정성은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 보다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분배적 공정성은 창업지원

사업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고, 다른 공정성 지각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의 60%이상

이 스타트업 기업들 가운데, 창업단계 또는 초기성장단계의 

창업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스타트

업기업과 초기성장단계 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과

정에도 초기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 및 창업지원을 담당

하는 매니저 및 과정에 있어 공정성을 지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창업기업들의 업력이 높고, 고도성장단계의 

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의 분배적 차원의 공정성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보다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있어 창업기업들의 단

계별 관리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5는 창업기업의 창업단계에 따른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에 대한 공정성 지각과 만족도에 관한 것으로, <표 7>과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네 가지 단계별 분석과 네 가지 단

계를 2개 단계씩 구분하여 카이스퀘어 차이분석을 통해 확인

하였다. 우선, 창업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지각만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호작용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 지각

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성장기에서는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성 지각만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만족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체기/데스벨리 단계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공정성 지각 모두가 정부의 창업지원사업만

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도

성장단계에는 세 가지 공정성 유형 모두 창업지원사업만족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단계별로 창업자들의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 따른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특히 정체기/데스벨리 단계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공

정성 유형 모두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창업가의 

정체기/데스벨리 단계에서 정부지원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고도성장단계에서는 창업가의 더 이상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구분한 네 가지 유형의 창업단계를 두 

단계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즉 여섯 가지 

상황(창업기와 초기성장기, 창업기와 정체기/데스벨리, 창업기

와 고도성장기, 초기성장기와 정체기/데스벨리, 초기성장기와 

고도성장기, 정체기/데스벨리와 고도성장기)에서 절차적, 상호

작용적, 분배적 공정성 지각과 창업지원사업만족도 간의 관계

를 확인한 결과 모든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가설 5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7> 창업단계별 정부지원사업의 공정성과 만족도간의 관계

가    설 Estimate S.E. C.R. P

창업기
(n=96)

절차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421 0.128 2.223 0.026**

상호작용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197 0.110 1.041 0.298

분배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154 0.109 0.824 0.410

창업지원사업만족도 → 경영성과 0.555 0.141 4.949 0.000**

초기성장기
(n=245)

절차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324 0.073 2.919 0.004**

상호작용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379 0.071 2.986 0.003**

분배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038 0.060 0.356 0.722

창업지원사업만족도 → 경영성과 0.458 0.083 6.44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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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10

<표 8> 창업단계별 정부지원사업의 공정성과 만족도간의 관계

직접효과 χ² △χ²
개별표본분석의 경로계수

창업기 초기성장기

절차적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1088.603 0.004 0.421** 0.324**

상호작용적 1088.471 0.136 0.197 0.379**

분배적 1088.606 0.001 0.154 0.038

직접효과 χ² △χ²
개별표본분석의 경로계수

창업기 정체기/데스벨리

절차적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1058.054 0.052 0.421** 0251**

상호작용적 1058.017 0.089 0.197 0.354**

분배적 1058.078 0.028 0.154 0.212*

직접효과 χ² △χ²
개별표본분석의 경로계수

창업기 고도성장기

절차적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1090.747 1.767 0.421** 0.414

상호작용적 1090.878 1.636 0.197 0.209

분배적 1090.889 1.625 0.154 0.079

직접효과 χ² △χ²
개별표본분석의 경로계수

초기성장기 정체기/데스벨리

절차적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1215.660 1.189 0.324** 0251**

상호작용적 1215.884 0.035 0.379** 0.354**

분배적 1215.797 0.052 0.038 0.212*

직접효과 χ² △χ²
개별표본분석의 경로계수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절차적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1251.589 1.985 0.324** 0.414

상호작용적 1252.118 1.456 0.379** 0.209

분배적 1251.651 1.923 0.038 0.079

직접효과 χ² △χ²
개별표본분석의 경로계수

정체기/데스벨리 고도성장기

절차적

창업지원사업만족도

1231.268 2.557 0251** 0.414

상호작용적 1231.869 1.956 0.354** 0.209

분배적 1231.644 2.000 0.212* 0.079

**: p<.05, *: p<.10

<표 9> 창업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창업지원유형별 만족도 간의 관계

가    설 Estimate S.E. C.R. P

절차적 공정성

→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0.379 0.059 5.155 0.000**

상호작용적 공정성 0.087 0.060 1.065 0.287

분배적 공정성 0.113 0.056 1.453 0.146

창업교육만족도 경영성과 0.331 0.040 8.042 0.000**

절차적 공정성

→

창업을 위한 시설 공간에 대한 
만족도

0.236 0.058 3.078 0.002**

상호작용적 공정성 0.228 0.059 2.658 0.008**

분배적 공정성 0.042 0.055 0.512 0.609

시설 공간 만족도 경영성과 0.295 0.043 7.141 0.000**

정체기/
데스밸리
(n=175)

절차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251 0.055 2.443 0.015**

상호작용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354 0.069 2.913 0.004**

분배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212 0.061 1.745 0.081*

창업지원사업만족도 → 경영성과 0.625 0.111 6.951 0.000**

고도성장기
(n=75)

절차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414 0.316 1.123 0.261

상호작용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209 0.202 0.723 0.470

분배적 공정성 → 창업지원사업만족도 0.079 0.251 0.261 0.794

창업지원사업만족도 → 경영성과 0.519 0.105 4.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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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지각과 여덟 가지 유형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추가적

으로 분석하였다(<표 9> 참조). 분석결과, 창업교육에 대한 만

족도는 절차적 공정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만족도

는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멘토링 및 컨설팅

에 대한 만족도, 정책자금 관련 만족도, R&D지원에 관한 만

족도, 판로 및 해외진출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분배적 공

정식을 제외하고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성 모두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창업행사 및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적 공정성만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

부의 창업지원사업 유형별로 창업자들이 지각하는 공정성이 

다르고 만족도 또한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

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유형별로 창

업기업들의 지원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공정성이 창업지원

기업이 느끼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만족도가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장단

계별로 그 영향을 분석하여 성장단계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창업지원에 대한 공정성은 모두 창업지원사

업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창업지원사업만족도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공정성

과 창업지원사업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상대적 영향의 정도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달랐는데 창업기에는 절차적 공

정성이, 초기성장기에는 절차적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성

이, 정체기/데스벨리에는 모든 공정성 개념이 창업지원사업만

족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고도성장기에는 공정성 개념이 모두 

창업지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창업지원만족도는 

경영성과에 창업단계에 관계없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관리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창업

자들의 공정성 지각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통해 창업지원 과

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예비창업자부터 고도성장기에 있

는 창업가들까지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적합한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공정성 이

론을 창업지원 과정에 적용하여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의 운

영 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창업가들의 창업단계별 공정성 지

각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창업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창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절차적인 공정성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만큼 전체적인 시장이

나 지원에 대한 시각이 좁고, 이기적인 측면이 강하고 시간이 

절차적 공정성

→
멘토링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0.279 0.058 3.802 0.000**

상호작용적 공정성 0.233 0.059 2.844 0.004**

분배적 공정성 0.062 0.055 0.787 0.431

멘토링 컨설팅 만족도 경영성과 0.370 0.041 9.014 0.000**

절차적 공정성

→
사업화 지원에 대한 만족도

0.299 0.052 4.274 0.000**

상호작용적 공정성 0.139 0.054 1.783 0.075*

분배적 공정성 0.202 0.050 2.714 0.007**

사업화 지원 만족도 경영성과 0.431 0.043 10.570 0.000**

절차적 공정성

→
정책자금 관련 만족도 

0.111 0.057 1.484 0.138

상호작용적 공정성 0.443 0.059 5.261 0.000**

분배적 공정성 0.030 0.055 0.381 0.703

정책자금 관련 만족도 경영성과 0.371 0.042 9.039 0.000**

절차적 공정성

→
R&D지원에 관한 만족도 

0.230 0.054 3.340 0.000**

상호작용적 공정성 0.338 0.055 4.390 0.000**

분배적 공정성 0.082 0.052 1.120 0.263

R&D지원 관련 만족도 경영성과 0.489 0.041 12.091 0.000**

절차적 공정성

→

판로 마케팅 해외진출에 대한 
만족도 

0.105 0.060 1.379 0.168

상호작용적 공정성 0.356 0.062 4.167 0.000**

분배적 공정성 0.043 0.058 0.530 0.596

판로개척 등 만족도 경영성과 0.372 0.040 9.073 0.000**

절차적 공정성

→

창업행사 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 

0.121 0.059 1.638 0.101

상호작용적 공정성 0.355 0.061 4.286 0.000**

분배적 공정성 0.075 0.056 0.956 0.339

창업행사 네트워크 만족 경영성과 0.354 0.040 8.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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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날수록 상호작용적 공정성이나 분배적인 측면도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볼 때 창업단계가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 창업환

경에 대한 시각과 이해가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부의 창업지원은 초기 창업자에게는 특히 절차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공정성 시비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도성장기에는 모든 공정

성이 창업지원사업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이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지

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공정성을 다룬 연구라는 점이 가장 

주요한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에 위치한 

업령이 7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때, 창업자에 따라 정

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내용이 다르고, 각 지원사업마

다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덟 가지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개별적으로 다루

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덟 가지 

창업지원 사업 유형별 창업자의 공정성 지각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면, 창업단계별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사업유형과 창업단계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정교한 운영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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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government's fairness in entrepreneurship support affects satisfac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and 
examines whether these influences are different for each growth stage of start-up companies. For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or 
start-up companies that received government support for start-up within the past 5 years. Total 611 copies of the data were us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The fairness used in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procedural 
fairness, interactive fairness, and distributed fairness. The effect of the three fairness on the satisfaction of start-up support project was 
analyzed. In addition, the effect of business support satisfaction on business performance was analyzed, where the business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the questioner's satisfaction with their business. The start-up phase was divided into the start phase, early growth phase, 
stagnant phase, and high-level growth phase, and the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fairness and satisfaction of the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by start-up phase was analy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every concept of fairnes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the entrepreneurship support 
project, and the satisfaction of the entrepreneurship support project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e 
concept of procedural fairness in the start phase, procedural fairness in the early growth phase, interactive fairness, and the concept of all 
fairness in the stagnant phase influenced the satisfaction of the start-up support project. In this study, the fairness and effect of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affect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tart-ups were identified by growth phase of start-up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will help build a systematic system for entrepreneurship support and for start-ups, it will also greatly contribute to 
finding differentiated growth plans by growth stages of start-up companies. 

Keywords: Procedural fairness, Interactive fairness, Distributed fairness, Entrepreneur’s satisfaction, Start-up growth stage, start-up 
support business satisfaction,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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