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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국내에서는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여성들이 창업시장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창업자들을 위한 민관중

심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역량이나 업

무적인 역량외에 여성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을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여성기업의 창업성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 창업기업들에

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적인 요인도 조절효과로 추가하여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를 조사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에 참여하여 답한 내용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

한 표기를 한 설문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총 212명의 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결과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창업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창업성과에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창업자의 업무적 

특성인 독창성, 아이디어, 자원분배역량, 지도역량, 네트워크 구축, 인맥확보등이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모두 정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창업자만의 특성인 경력단절 유무와 결혼유무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통한 나타난 결과는 창업

성과와 무관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절효과인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여성의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그 효과가 여성창업자의 다른 독립변수를 능가할 만한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아서 정부의 여성창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이 좀 

더 보강되고 확장되어야만 창업의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Ⅰ. 서론

최근 글로벌 경제의 침체와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해 창

업시장의 활성화가 국가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우

리나라는 IMF 이후 성장에서 분배에 많은 초점을 두면서 

성장동력을 상실하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들이 한계

에 부딪히면서 청년은 물론 여성들의 취업난이 가중되면

서 창업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선순환구조

가 정부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들은 물론 경력단절여성들도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

으면 창업시장에 도전하는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신

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창업에 대한 도전이 부담스러워 하고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창업하기를 꺼려하던 시대에서 벗

어나 창업에 대한 역량만 확보하고 있으면 정부의 창업지

원정책의 도움으로 창업에 대한 장벽을 쉽게 허물고 자유

롭게 도전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창업자들의 다양한 역량평가 기준에 따라서 창업기업의 

성과는 크게 달라진다. 1990년 Timmons 교수는 창업자들

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과 업무적 역량지표

에 따라 창업성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Carland 
(1998) 는 Timmons의 역량모델을 바탕으로 창업가적 행동

의지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역량지표(the Carland 
Entrepreneurship Index)를 개발하여 창업자들의 역량을 평

가하기도 하였다.
창업자들의 역량에 따라 창업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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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단순히 창업

자의 역량만으로 창업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

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에 따라 창업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국내에서는 간헐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자들의 역량과 특성을 중

심으로 여성창업자만의 창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데이타가 

최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배경

2.1. 연구의 필요성

창업가들의 창업역량평가 항목외에 여성창업자들만이 가

지고 있는 창업역량평가 항목을 추가 변수로 설정하고, 과

연 국내 창업시장에서 여성창업가의 창업성과에 제시된 

창업역량 평가지표외에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창업지원자금이 실제로 창업현장에서 역량있

는 창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궁극적으로 창업시장

에서의 창업성과는 정량적인 지표로 부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창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금

이 주어진다면 창업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

다. 더구나 여성창업자의 경우에 결혼이나 자녀문제로 창

업의 여건들이 남성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한다

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남성에 비

해 크게 부각될 수도 있다. 기존의 창업성과분석은 창업자

의 역량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들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창업정책에 대한 효과분석

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여성창업자들의 경우에 기혼여부에 따른 자녀양

육문제 및 경력단절기간의 존재유무에 따라 창업의 접근

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

하고 창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의 창업지원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가 과연 여성창업자들의 창업성과에 조절효과

를 통해 어떤 그리고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여성창업자들의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데이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2. 연구의 차별성

창업자의 역량지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

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Timmons (1990)에 의하면 창업

가의 핵심요인을 바탕으로 창업역량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창업가 특성요인 (Personality traits)을 측정하는 14개항목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skill)을 측정하는 8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창업자역량에 대한 

연구들이 Timmons가 제시한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역

량, 환경까지 포괄 하는 기업가정신 개념을 정의하는 유용

한 도구로 활용되며, 실제로 많은 역량지표들이 이를 바탕

으로 개발되어 온게 사실이다. 창업역량의 변수는 

Timmons 의 창업역량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국내상황에 맞

게 선별 하여 역량항목을 총 6가지 (개인적 특성 3가지, 
업무적 특성 3가지) 로 선택하였으며, 여기에 아래와 같이 

여성창업자의 변수를 창업역량평가지표에 추가하여 총 8
개의 항목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즉, 개인적 특성, 업무적 

특성, 여성창업자 특징 등 3가지 변수를 사용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만을 타

겟으로 설정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즉, 여성창업자들의 창

업역량 변수에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3가지를 조절효과를 

추가하여 여성창업자들의 창업성과에 영향요인 분석을 통

해 정부의 여성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 연구에 있어

서 정량적인 지표를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는 여성창업자들이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

족한 경우가 많고 성과에 대한 지표를 외부에 노출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창업만족도와 재무적 만족도등 2가지 

범주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Ⅲ. 실증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창업자의 역량을 기본 변수로 설

정하고 여기에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조절효과를 통해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여성창업

가의 역량으로 개인적 역량 (열정, 책임감, 모험심), 업무

역량 (창의성, 종합력, 창업팀 구성능력), 여성창업가의 특

징 (결혼유무, 경력단절 유무) 등 3개의 변수가 사용되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과로 재무적 만족도 지표인 

매출액상승의 만족도, 순이익 증가에 대한 만족도 및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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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변수인 고용증가, 신제품 개발 능력 등에 대한 만족

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 창업자의 역량에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추가되면 

창업기업의 성과가 상승할 것이라는 모형을 설정하고 각

종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그림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분석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들중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명된 독립변수의 항

목에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도 분석하

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적 (특성*지원정책), (모험

심*지원정책), (열정/책임감*지원정책) 이라는 변수를 추가

했으며 p-value를 측정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창업자의 특성과 연계되어 조절효과로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는 크게 달라지는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업무적 역량이 창업성과에 

중요한 요인이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비록 여성창업자

들에게 도움을 주더라고 창업성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

는다고 보아 여성창업자들에 대한 창업지원정책이 개선되

거나 수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추가로 재

무적 만족도에서의 정부지원정책과 다른 변수들 간의 조

절효과도 분석해 보았지만 창업만족도에서의 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절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다른 특성

들의 조절효과를 보는 P-value가 매우 높게 나타났기 때문

이다. 

<표 1> 독립변수와 정부창업지원정책 조절효과 

구분 계수
표준
오차

t 값
유의확률
(p-value)

VIF

상수 -.090 .347 -.259 .796 -

업무적 특성 .334 .062 5.419 .000 1.058

정부지원정책 .225 .360 .625 .533 35.963

개인적특성_모험심 .233 .061 3.801 .000 1.041

개인적특성_열정/책임 .251 .061 4.094 .000 1.043

결혼 유무 .015 .133 .109 .913 1.226

경력단절 유무 .045 .136 .328 .743 1.225

업무적특성*지원정책 -.036 .057 -.629 .530 1.099

모험심*지원정책 -.020 .063 -.321 .749 1.074

열정/책임감*지원정책 -.068 .063 -1.76 .283 1.083

결혼유무*지원정책 .023 .135 .167 .867 12.126

경력단절유무*지원정책 -.022 .141 -.153 .878 16.111

R 제곱 .280

수정된 R 제곱 .240

분산분석
F-value 7.070

df(p-value) 11(.0)

 

여성창업자들의 특징중 하나인 결혼유무 및 경력단절 유

무에 대해서도 창업성과와의 유의성 유무를 측정한 결과,  
결혼 유무 및 경력단절 유무가 창업성과간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즉, 결혼유무 및 경력단절유무와 창업성과간

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

어 여성이 창업하여 사업을 하는데 경력단절이나 결혼유

무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

다. 오히려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창업에 대한 기회

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서 경력이나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창업성과를 낼 수 있다

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성창업자의 개인적, 업무적 역

량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고 더 나아가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도 어느정도는 창업성과에 조절효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여성창업자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창

업자의 창업성과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3.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과를 측정하는데 재무적 만족도와 

창업만족도 2가지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창업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성창업자

의 개인적인 특성, 여성창업자의 업무적 특성, 여성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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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인 결혼유무, 경력단절유무 및 정부의 창업지원정

책을 변수로 하여 2가지 창업성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

였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와 창업

성과에 대해서도 가설을 설정하여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표 2> 창업성과 영향요인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요약

구분

재무적 만족도 창업만족도

유의
확률

영향
유무

유의
확률

영향
유무

가설1-1/가설1-2
(모험)

.200 없음 .000 있음

가설1-1/가설1-2
(책임감)

.833 없음 .000 있음

가설2-1/가설2-2
(업무역량)

.892 없음 .000 있음

가설3-1/가설3-2
(결혼유무)

.361 없음 .985 없음

가설3-3/가설3-4
(경력단절유무)

.365 없음 .788 없음

가설4
(정부창업정책)

.021 있음 .001 있음

가설4-1∼가설4-8
(정부 조절효과)

높음 미미 높음 미미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창업여성 CEO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개

인적 특성과 여성창업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여성 창

업성과 사이에 어느정도 상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연구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여성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을 선행연구를 통해 업무적 특성, 개인적 특성의 2가지로 

분류하였다. 성별을 떠나 창업자들의 역량은 보편적으로 

개인적인 특성으로 모험심, 책임감, 열정과 같은 변수들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업무적 특성으로는 창의성, 종합력 및 

창업팀 구성역량등 다양한 변수가 사용되었다. 여기에 여

성창업자만의 특성중 결혼유무와 경력단절 유무를 추가적

으로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최근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다양한 형태 즉, 창업지원금, 
창업교육, 마케팅지원등으로 예비창업자들을 포함해서 지

원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여성창업자들

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지와, 이러한 정부정책

이 위에서 언급한 독립변수들과 창업성과사이에 조절효과

로 어느정도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분석, 검

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추가로 여성창업자의 특징인 결혼 

유무 및 경력단절유무의 두 그룹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창

업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였으나, 여성창업자가 기혼 혹은 

미혼이건, 또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건 없건 간에 창업성과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창업자들만의 창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창

업지원정책이 여성창업자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발굴되

어 지원이 된다면 여성창업자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좀 더 보

완하여 여성창업자만을 위한 진정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의 방향을 적용시킨 정교한 연구모형의 개발이 이루어지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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