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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문제점을 파
악함으로써 현 시류에 맞는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창업활성
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창업에 대한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의 직접 지원제도와 창
업교육 등의 간접지원제도로 나누어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여
기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창업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활성화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창업지원
이 실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업 뿐 만아니라 기업의 성장, M&A, IPO를 통한
엑시트, 실패한 기업의 안정적인 정리, 재창업 등 기업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
가 있다.
둘째는 기술혁신형 연구개발의 성공적인 사업화로의 연계지원이 필요하다.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사업에
서의 성공화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의 해결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으로 인
력이 보다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훈련 및 기술 지도
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넷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 제고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단순한 상
하 주종관계가 아니라 인적자원, 자금, 기술력 등을 최대한 서로 공유하여 시너지를 극
대화 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정부의 개입과 기업의 노력 그리고 사회적인 공
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보상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 공유제의 도입’이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
업 핵심인력 빼오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행위 적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기업에
게 부과하는 등의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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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창업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제시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7).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5일 “경제구조의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정책의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
부의 산업 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
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로 하였다(김성환, 2017).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부터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립경제기반을 구축
하기 위해 경제개발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대기
업과 수출에 편중적인 지원을 한 결과 나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쉽게
무너지게 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1986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그리고 1989년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
한 법률」등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다양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며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 창업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또한 창업시 규모의 영세성 등에 기인한 인력수급,
자금 확보 및 운용, 기술개발,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창
업 활성화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1). 중소기업은 향후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환경에서 중소기업
의 창업에 관한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현 시류에
맞는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창업에 대한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의 직접 지원제도와 창업교육 등의 간접
지원제도로 나누어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서 발견된
1)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소기업 수는 344만개로 사업체 수로는 97.0%이르며 총 1,002만 명이 근
무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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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다.
최근 창업관련 선행연구들 중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다룬 연구
는 미미한 실정이며, 현황을 다룬 대다수의 연구도 지역이나 대상을 국한하여 수행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역사
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제도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의 발전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역사와 현황
본장에서는 1948년부터 시작된 제 1공화국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p역사적
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한다
(한국정책학회, 2012).

1. 제 1공화국에서 제 2공화국(1948∼1961년)
제 1공화국에서 제 2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는 정부의 독자적인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정책은 거의 없었다(장지호, 2009). 이시기는 한국전쟁 직후의 시기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후 복구와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
다. 또한 이 과정에서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을 겪으며 정
부는 체제 안정에 급급하였다. 하지만 이시기의 우리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1956년 8월 ‘중소기업 육성대책 요강’이 수립되었다. 여기에서는 중소
기업협동조직의 강화대책으로 협동조합법 제정, 중소기업을 위한 20억원의 융자재원
이 확보 되는 등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중소기업 육성대책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2. 제 3공화국에서 제 4공화국(1963∼1979년)
이 시기에는 1961년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었고, 중소기업사업조정법법과 중소기
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본
법’이 1965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책 수립,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세제상의 지원
등이 규정되었으나 초기에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적인 지원의 일관성이 주류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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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입법효과는 크지 않았다(김종일, 2006). 이후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이 제
정되었고, 1976년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으며 1978년에는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과 시스템들이 서서히 체계를 갖추어나가기 시작
하였다. 또한 1979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되는 등 법, 규제 및 세제지원 등
의 규제지원과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인정책 그리고 중소기업
의 애로사항을 보완해지는 정보지원 사업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3. 제 5공화국에서 제 6공화국(1981∼1992년)
이 시기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의 이른바 ‘3저 현상’에 힘입어 경제적 호황기를
맞이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이 추진되었다.
1981년에는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이 수립되었고, 1982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제
정, 1983년 유망 중소기업제도, 1985년 중소기업우선육성제도의 실시를 거쳐 1986년
비로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핵심은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소요 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술집약형 및 농어촌지역의 창업자에게는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자본금 총액의 50% 이
내에서 물적 담보없이 사업타당성에 의해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되었다.
이에 발 맞추어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의한 시설근대화자금이 막대한 규모로 지원되었
으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120개에서 250
개 업종으로 크게 늘렸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을 하였
고, 창업지원, 수출 지원 등 그동안 실시하고 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 졌다.

4. 문민정부 시기(1993∼1997년)
이 시기는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정책에 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실
질적인 자생력을 배양시키는 정책적인 기조가 형성되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중
국시장의 개방화로 우리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993년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997년 소기업지원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또한 안정
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996년 비로소 중소기업청이 신설되었다. 중소기업청의
설립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자금, 인력, 수출, 판로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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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창업활성화, 전
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지원에 있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전국 시, 군, 구에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미국의 시
작된 벤처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기술개발 활동 지원
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연동하여 1996년에
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투자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이 비로소 개
설되었다.

5. 국민의 정부 시기(1998∼2002년)
1997년 말 시작된 IMF 외환위기는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정부는 외
환위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동시에 중소기업 특히 IT 관련 중소 벤
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벤처기업협회를 조
성하여 벤처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기업국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판로지원국도 신설하
였다. 2002년에는 벤처기업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벤처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과 함께 벤처창업의 경우 창투사 투자시 업력제한이 없도록 하였으며 코스닥시장 활
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등록요건 완화정책도 함께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부주도형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9년에서 2002년까지 총 1조 9,200
억원의 창업자금이 8천여개의 기업에 지원되었다. 또한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해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2001년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
별조치법 등이 제정되었다. 2002년에는 남북경협활성화의 국제화를 위해 개성공업지
구법을 북한이 채택하였고 남북경협 참여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함께 이루어 졌다.

6. 참여 정부 시기(2003∼2008년)
이 시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
설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 개성공단 입주가 시작되었고 2007년에는 남북정상회
담이 개최되는 등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환경이 만들어졌다. 또한 미국에
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은
되지 않았다. 참여 정부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금융지원 강화, 경
영컨설팅 확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2004년에는 중소기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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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2004년 개정하여 단체수의 계약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2005년과
2004년에는 오늘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신인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
원을 설립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청
년채용패키지 지원사업과 기업공고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이시기에 실시하
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정책을 새로이 추진하였다. 특히 고학년 청년 실업 등
실업률 증가의 해소를 위해 창업기능을 활성화 시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창
업부터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국의 우선순위를 중소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기업성장지원국, 기술지원국으로 변경하였다.

7. 이명박 정부 시기(2008∼2013년)
이 시기에는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
하여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이병기, 2011).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
반성장을 위해 2010년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례
보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에 2조원을 지원하였으
며,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을 개국하여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8. 박근혜 정부 시기(2014∼2016년)
박근혜 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기준으로 소상공
인에게 약 2조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들의 전용기금으로 운용하였고, 특히 예비창업자에게도 ‘소상공인창업자금’을 운용하
여 연 3.27% 금리로 융자지원을 하였다.
예비창업자들의 실전 역량과 감각을 키워주기 위한 소상공인 사관학교, 미국의
Venture For America를 벤치마킹 한 창업인턴제,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희망리
턴 패키지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눈높이 지원을 하였다. 또한 소공
인특화지원센터 확대, ‘소상공인 성장 희망 사다리’ 사업,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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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과 조세지원 정책 등의 다양한 방
안을 활용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9장 그리고 조세지원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헌법 제9장은 총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전반에 걸친 법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119조 제2
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부 규제 및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123조는 농어업 관련 보
호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
기업기본법 제19조 제2항은 “정부는 중소기업 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명시함으
로써 조세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임교순, 2014).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창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주로 창업 자금지원, 창업교육 그리고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전인오,
2012).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창업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창업을 실
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창업정책은 창업의지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방섭, 2004).
정부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지원제도는 중소기업청, 문체부, 고용노동부, 교
육부, 지식경제부 등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비창업자들과 창업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정부의 창업지원제도는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등의 직접적인 지원제도와 창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
육지원제도 등의 간접적인 지원제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지원제도인 조
세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간접지원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간
접지원제도는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 및 컨설팅, 사업화, R&D, 판로·해외진
출, 행사·네트워크 등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업 직접 지원제도 현황
1.1 조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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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양한 창업육성 지원정책 중에서 조세지원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
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
다. 또한 추가적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도 부분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사업운영에 영향
을 미치는 조세특례, 중소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
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지역간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 등으로 나눌 수 있다(이정란, 2010).
이러한 조세지원제도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
한다. 이러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세법상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창업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창업 중소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창
투사와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지원 분야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창
업 중소기업 지원에 직·간접적으로 일조를 하고 있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따른 번번한 세법계정, 지원자격에 대한 해석, 조세 지원을 위한 복잡한 서류, 홍보
부족 등 창업기업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조세지원을 통한 창업 활
성화를 이끄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2 금융지원제도
창업자금의 조달방법은 자본의 귀속형태에 따라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
되고, 여기서 자기자본이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말하며, 타인자본은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약정한 기간 동안만 이용
하고 채권자에게 상환되는 자본을 말한다.
자본조달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은 자금부족이다. 자금부족이 창업자로 하여
금 주어진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인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자금부족은
창업에 필요한 자원조달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창업과정을 저해하고 사업체의 운영과
성과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정성한·김해룡, 2001)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지원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실적의 부진과 신용도가 취약하여 개인 사채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에서 융자신청시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기업 또는 중
견기업에 비해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용자가 가능하다.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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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제1금융권을 통한
융자지원, 기술신용보증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지원,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첵자금 등이 있다.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개
인 또는 법인이다. 지원규모는 창업 자금(최대 7천만원 한도) 및 교육 지원(주관기관
을 통한 지원) 을 한다. 지원내용은 자금 지원으로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활용(지재
권 확보, 시험분석, 제품인증 등), 마케팅 등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있고,
교육 지원으로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및 장업단계별 맞춤형교육 프로
그램 운영을 통한 사업 지원이 있다.
연구원 예비기술창업지원의 지원대상은 예비기술창업자(연구원) 또는 예비기술창
업팀(연구원1/2이상 포함) 으로 직접개발 또는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
하여 사업화를 희망하는 자이다. 지원내용은 선정된 창업팀별 시제품 제작 완료시기
기준으로 단계별 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창업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
원한다.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의 신청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 1년이내 초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지원규모는 총 75억원이며 85개 창업팀 내외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창업준비공간,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및 기술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홍
보 등이다. 사업비 지원은 9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이다.
정부의 창업기업지원제도자금(대출)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살펴보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
금력이 부족한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모도하는 것이 목
적이며, 신청대상은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1인 창조기업 포함)한다.
창업기원지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
부터 5년 미만(신청 ·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가 그 대상이다.
신용보증제도에는 금융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
며 그 규모는 경제수준 및 구조, 국민경제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내의 경제
상황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보증을 지원해주는 기관으로 취
급하는 보증의 종류에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실설대여보증, 사채보증, 어음
보증, 납세보증 둥이 있다. 보증기금의 제원은 주로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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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다(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odit.co.kr).
혁신형 창업기업보증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지식창업
기업 및 전문자격 창업기업 등 혁신형 창업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보증상품이다.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인 기술, 지식창업기업인 다음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전문자격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은 전문자격 보유자로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 기능,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둥 3년이상 근무자, 과거 10년 이내 제조업·기
술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관련분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
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상품이다. 대상자금은 개인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이며 기업으로서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기업이다. 보증신청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신보에서 정한 최소한
의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 사업을 개시하는 업종에서 신보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보
증취급유의 업종 또는 음 ·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조
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9년 4월
에 설립되었다.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기술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신기술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기업화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
나 담보가 부족할 때 이를 보증하여 주는 제도이다(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
능금액을 제시해주고,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보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
식재산권 사업화 창업의 지원대상은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실용
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을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이다. 신성장동력 창업의 지원
대상은 ‘17대신성정동력산업’을 영위하려는 예비창업자이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가 상품화 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에
특화된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대상기업
은 창업후 3년 이내로서, 대표가 만 230에서 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이다.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이 그 대상이다.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기키 위해 기술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 보증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창업후 5년 이
내의 특성별로 구분되 6대 창업육성분야(1인 창조기업은 업력 제한 없음)이다.
정책자금 One-stop지원에 선정된 기업에는 정책자금의 One-stop지원을 한다. 창

- 158 -

안상봉･신용준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과 발전방안

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개발기술상업화자금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 창
업 및 육성자금(지방자치단체)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별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 소상공인의 재무를 보
증하려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보증기관(14개재단)으로서 정부,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역 내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재단 기본재산을 조
성 또는 확층하고 있으며, 이틀 보증재원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이행 보증 등의 보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입차자금 특별보증을 하고 있
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보
증으로써 대상기업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분으로
서, 서울지역에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다(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활성화보증은 대상기업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운영
하는 Hi-Seoul실전·벤처 창업스쿨(2개월) 및 준소기업청 주관한 실전창업교육·기
술창업 패키지(2개월)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로서, 신용보증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
록을 완료하고, 사업장을 확보하고 사업개시준비가 50%이상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업체가 그 대상이다.
은행의 창업자금으로 중소기업은행의 IBK 청년전용창업대출Ⅱ는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촉진을 목적으로 창업자금과 창업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창업성공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또한 창업컨설턴트가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창업컨설팅을 지원 하며,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경영컨설턴트 등의 8명의 전
문인력이 창업기업의 기반마련에서부터 인정적인 기업으로의 성장까지 세무, 회계,
법률, 경영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2. 창업 간접 지원제도 현황
다음은 2017년도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간접 지원제도 현황
이다(중소기업청, 2016). 정부의 창업 간접 지원제도는 크게 창업교육, 시설 및 공
간, 멘토링 및 컨설팅, 사업화, R&D, 판로 및 해외진출, 행사와 네트워크 등 총 7가
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창업교육 지원제도 현황
그 첫째는 창업교육 지원사업이다. 창업교육 지원사업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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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비즈쿨에는
76.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성공창업을 위한 교육에는 9.7억
원이 그리고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들의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에는
47.4억원이 책정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성공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창업교육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모집구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예산
(억원)

-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초‧중‧고교 등

76.6

- 창업아카데미

대학생, 예비 및 3년 미 대학, 연구·공공·민간
만 기창업자
기관

20.8

창업학 석사과정 희망자

창업대학원

7.2

및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9.7

․ 시니어 기술창 만 40세 이상 (예비)창
지자체 및 대학
업 지원
업자

47.4

․ 창업대학원

․ 장애인 맞춤형 장애인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장애인기업

․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대학 등 전문기관
창업기업

소관
부처

중기청

98.4

한국연구재단
․ 대학 창업교육 대학생 및 대학 교수 등
한국청년기업가
체계 구축
대학 관계자
정신재단, 대학

15.5

교육부

대학, 선정된 연구‧공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공‧민간기관
․ 스포츠산업 창
업지원
스포츠산업 3년 미만 초 선정된
창업액셀러레
기 창업기업
이터

26.5

문체부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1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578호, 저자 편집

2.2 시설·공간 지원사업 현황
다음으로 시설・공간 지원을 위해서도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창업보육센
터 지원, 시제품 제작터 운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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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설·공간 지원사업 현황
모집구분
예산
(억원)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예비창업자 및 7년미
크리에이티브팩토리
80
지원사업
만 창업기업
․ 창업보육센터 지원
지방중소기업청, 한국
- 건립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30
창업보육협회
사업명

- 보육역량 강화지원

창업보육센터

한국창업보육협회

7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지방중소기업청(경기,
기업
대구, 광주, 부산, 전북)
․ 1인 창조기업 비즈니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공공·민간기관 등
66
스센터
1인 창조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 장애인 창업보육실 운
(재)장애인기업
창업초기
장애인기업
6.5
영
종합지원센터
(3년미만)
(재)장애인기업
28.6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종합지원센터
․
K-Global
빅데이터 대학생, 예비 및 기 창 대학, 연구·공공·민간
8.4
스타트업 지원
업자 등
기관
스마트콘텐츠 제작, 서
․ K-Global 스마트콘텐 비스, 마케팅 등 관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분야의 국내 유망 중소
츠 허브활성화사업
기업
․ 시제품 제작터 운영

소관
부처

중기청

미래부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1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578호, 저자 편집

2.3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사업 현황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는 총 9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먼저 선진글로벌 교육 제공 사업은 ICT기반이 우수한
유망 스타트업, 중소·중견 벤처기업 대표(기업가정신)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우수 스타트업(인큐베이팅 인턴십)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하거나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터, 투자사와 연계한 인큐베이팅 인턴십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현지 멘토링, 컨설팅, 교육 등 체계적인 현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벤처 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은 ICT(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초기
/재도전기업 또는 대학창업동아리에 성공과 실패 경험을 가진 벤처창업가를 멘토로
활용하여 기술 및 경영애로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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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기술 및 경영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업이다.
<표 3>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사업 현황
모집구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ICT 기반 우수 유망 스타트업,
․선진글로벌 교육 제공
중소·중견 벤처기업 대표(내국 정 보 통 신 산 업
(K-Global
기업가정신
인) 및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 진흥원
및 인큐베이팅 인턴십)
은 국내 우수 스타트업
․벤처1세대 멘토링 프
ICT기반
창업초기‧재도전기 (재)한국청년기
로그램운영 ( K - G l o b a l
업, 대학창업동아리
업가정신재단
창업멘토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준비하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연구개발특구
는 예비창업자 및 신청일 기
사업
진흥재단
준 창업 1년 이내 기업
혁신센터를 통해 검증된 창업
․액셀러레이터
연계지
연구개발특구
기업, ‘6개월챌린지플랫폼’ 졸
원 사업
진흥재단
업기업 등
․우주기술 기반 벤처창
우주기술을 활용한 창업/신사
한국항공우주
업 지원 및 기업역량
업 창출에 관심있는 예비창업
연구원
강 화 ( S T A R 자 및 기업
Exploration)사업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농업정책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컨설팅 비용지원
보험금융원
농업기술
․농촌현장 창업보육
창업 5년 미만 농식품 기업
실용화재단
․IP 디딤돌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지역지식재산
․IP 나래 프로그램
기술기반 창업기업
센터
사업명

예산
(억원)

소관
부처

7

29.9

112.5 미래부

91

2.5

1.2
4.8

농식
품부

26
72

특허청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1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578호, 저자 편집

2.4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현황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창업도약패키지 등 총 26개 사업이 있다.
이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사업아이템의 경쟁력과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모델(Business Model)개발, 아이템검증‧개발, 시장진
입 등을 도와 창업기업의 빠른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으로 총 500억원이 배
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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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모집구분
지원대상

- 창업도약패키지
- 선도벤처 연계 기술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원) 재학(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
- 창업인턴제
자) 및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
내 미취업자
TIPS창업팀 중 3년 미만 창업기업(창업사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업화 자금지원)
(TIPS 창업팀 지원)
TIPS창업팀 중 7년 미만 창업기업(해외
마케팅 자금지원)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
7년 미만 창업기업, 벤처기업
그램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
만39세 이하의 창업3년 이내의 자(기업)
교)

예산
주관(수행)기관 (억원)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500
70

창업진흥원 등

50

창업진흥원

150

대학 등 전문기관

121.5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창업선도대학

922

중소기업진흥공단

500

( 사) 한국여성벤처협
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센터
품제작지원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기 창업진흥원,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
7년 미만의 창업기업
민간기관
연계지원사업
ICT분야(SW, IoT, DB등) 예비창업자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Global Startup 공모전
창업기업
ICT 및 SW 분야 예비창업자, 재도전 기
액셀러레이터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중소, 벤처, 창업기
공공기관
이스
업 및 예비 창업자, 학생 등
신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
중소·벤처 개발사 등
․K-Global 스마트미디어
진 중소·벤처 개발사, 1인 창조기업 등
데이터 활용 BM(아이디어)을 보유한 연
한국데이터진흥원
․K-Global DB-Stars
매출 5억원 미만의 스타트업, 개인개발자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환경지원
정보보호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해당
․K-Global 시큐리티 스타트업
아이디어의 구현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 한국인터넷진흥원
희망자
․K-Global Startup IoT 신제품
예비 창업자, 스타트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개발지원 사업
업, 중소․벤처기업
ICT 해외 인력 채용계획이 있고 이를 활용
․K-Global 스타트업 다국적화 지
해 조직 구성 다국적화, BM 및 사업아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
템의 글로벌화를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한국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창업기업
진흥원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육성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창업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3년 이상 중소기업
농식품 관련 IP(품종보호권, 특허권 등)를 농업기술
․기술가치평가 지원
보유한 농식품 창업 기업
실용화재단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여성 예비(벤처)창업자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1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578호, 저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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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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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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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5

미래부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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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창업 R&D 지원 사업 현황
<표 5> 창업 R&D 지원사업 현황
모집구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
중소기업
창업기업과제
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
중소기업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업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중소기업기술정
술개발사업
(7년미만)
보진흥원
(창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중소․벤처 창업기
․K-Global
ICT유망기 업
술개발지원사업
(재도전) 재도전 기업인의 재
중소․중견기업
( I C T 창 업 ․ 재 도 전 기 술 창업 기업
개발지원)
* 재창업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법인설립 기
업에 한함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중소기업기술정
R&D 지원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팀)
보진흥원
ICT 및 SW 분야 예비창업
․K-Global SW전문
자, 재도전 기업,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창업기획사
벤처기업
․농식품
벤처창업 창업 및 벤처 최초 인증 5년 농림수산식품기
R&D 바우처사업
이하 중소기업
술기획평가원
사업명

예산
(억원)

소관
부처

1,306
645

중기청

38

30
미래부
120
15
-

농식
품부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1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578호, 저자 편집

창업 R&D 지원사업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등 총 7가지 하부사업이
있다. 이중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와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들이 자금에 부담없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다.

2.6 창업 판로·해외진출 지원사업 현황
창업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판로 및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들이 안정적으로 판로 및 해외진출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등 총 5가지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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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창업 판로·해외진출 지원제도 현황
모집구분
예산
소관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억원) 부처
(글로벌진출지원) 5년 미만 창업
기업
․글로벌창업기업
발굴‧육 (외국인창업) 학사학위 이상 취
창업진흥원
53
득한 ①외국인 또는 ②재외동포
성프로그램
중기청
또는 ③귀환 유학생 중 예비창
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1인 창조기업 마케팅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
민간기업
40
지원
기업
․K-Global
해외진출사 ICT융합분야 예비 및 7년이내
민간기관
51.8
업
기창업자
미래부
․K-Global 데이터 글로 데이터 분야 스타트업, 중소‧중 한 국 데 이 터 진
3.6
벌
견기업
흥원
․농산업체
판로지원
농식품 분야 7년 미만 창업업체 농업기술
농식
(A-startup
마켓
입점
3
제품
실용화재단
품부
지원)
사업명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1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578호, 저자 편집

2.7 창업 행사·네트워크 지원 현황
창업 행사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다음의 <표 7>에서 보듯이 6가지 새부사업이
있다. 벤처창업대전은 창업‧벤처인이 함께 창업분위기 및 벤처열기 확산을 통해 창
조경제 실현을 다짐하는 교류의 장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또한 대한민국 창업리그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창업아이템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여 전국민
을 대상으로 창업분위기를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표 7> 창업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 현황
모집구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벤처창업대전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
․대한민국 창업리그
지방중소기업청
업기업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재)장애인기업
진대회
1년 미만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예비여성창업자 및 2년 미만 ( 재) 여성기업종
․여성창업경진대회
여성기업(공고일기준)
합지원센터
․2017 농식품 창업 콘 농식품 분야 창업 5년 이내 농업기술
테스트
(예비)창업자
실용화재단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전 국민
한국발명진흥회
사업명

예산
(억원)
2.3
14
0.5

중기청

0.9
농식
품부
12.7 특허청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410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578호, 저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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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창업지원제도의 발전방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에
서부터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육성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법률 용어상으
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라는 점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위기, 에너지 파동, 정치적인 불안 등으로 인
해서 우리나라 내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
는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나아가 체질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좀 더 강화해야할
부분과 경제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의 중소기업 정
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강화
첫째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강화이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와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국민경제에의
기여, 국가경쟁력의 제고, 사회안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
의 건실한 저변확대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창업이 매우 중요하다. 새
롭게 창업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개인적인 자질이
나 능력과 더불어 제도적·정책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창업지원이 실절적인 성
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업 뿐 만아니라 기업의 성장, M&A(인수합병), IPO(기업공개)
를 통한 엑시트, 실패한 기업의 안정적인 정리, 재창업 등 기업생애 전반을 아우르
는 혁신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머니투데이, 2017). 이를 위해 선진국의 성공
적인 창업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2. 기술혁신형 연구개발의 성공적인 사업화의 연계지원
둘째는 기술혁신형 연구개발의 성공적인 사업화로의 연계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
라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2015년 기준 65조9594억원으로 세계 6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3%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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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과학부 NTIS 현황・통계, 2017). 또한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2016년 한해 동안
12조 6,380억원을 주요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여 경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창
출을 위해 지원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 하지만 이러한 결과물을 활
용한 사업화의 성공률은 20%에 머물고 있어 영국의 70,7%, 미국의 69.3%, 일본의
54.1%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이러한 결과는
고객의 NEED와 WANT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연구개발비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
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공에 영향
을 미친 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고객들의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실질적으
로 수요자들에게 공급이 이루어져야 사업에서의 성공화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기
업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지원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3.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
력난 해결
셋째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이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
업 구조적인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의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대기업에 비한 상대적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잦은 이직과 대기업 선호, 복리후생의 미흡 등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특
히, 이와 관련하여 고급 기술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
자본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활용
이 매우 중요하며 필수분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이 불리함으
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직면하여 유능한 기능공과 기술인력의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생산가동에 위협을 받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 인력난은 중소기업만의 국
한된 문제는 아니며, 넓게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지책을 수립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보다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
록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훈련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
받침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는 OECD 평균 이상이며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 등록률도 높아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는 높은 수준이나 직업훈련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2). 즉, 직원 훈련 정도는 38위로 중국의 41위와 유사한 수
준에 불과하다. 이는 경쟁국인 일본 10위, 독일 12위, 미국 15위와 큰 격차를 보이
2)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투자 비중은 5.9%로 OECD 평균 5.2%보다 0.7%p 높은 수준이다. 이
는 일본 4.5%, 독일 4.3%에 비해 1%p 이상 높은 수준이며 OECD 전체로도 8번째로 높은 수
준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7)

- 167 -

｢경영사학｣ 제32집 제2호(통권 82호)

2017. 6. 30, pp. 149~172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
라서 스타트업 창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적합한 직업기술교육 훈련을 개
발하여 기술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현직에서의 직업능력 배양과 기술변화 대응 능력
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차원
에서의 교육투자확대와 중장기적인 국가비전과 전략에 따른 확고한 실천을 위한 사
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노력 제고
넷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 제고이다. 우리사회에는 중소기업이 대
기업과의 과다한 경쟁에 노출되어서 도태되는 일을 허다하다. 또한 대기업들의 문어
발식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이 도태되는 일도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60
년대부터 지속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지원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이러한 사업군에 대하여서는 대기업들이 해당 영역에서의 사업 진행을 막
는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서 상생의 기업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
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
회적인 인식이 정착될 경우 향후 창업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대기
업과 중소기업은 단순한 상하 주종관계가 아니라 인적자원, 자금, 기술력 등을 최대
한 서로 공유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정부의 개입과
기업의 노력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보상수준 격차를 위한 노력 제고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보상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
다. 보상수준 차이의 원인은 다양하나 생산성 격차, 공정거래 질서의 미확립,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동
안 정부와 여러 유관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많은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 공유제 도입’이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이 성과 향상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한 경우 일정 비율에 의해 배분이 이루
어짐으로써 중소기업 재직자의 보상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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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하와 불리한 거래 조건 강제 등의 관행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핵
심인력 빼오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행위 적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등의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향후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담당할 수 있
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
연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한 지
원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현 시류에 맞는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창업에 대한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의 직접 지원제도와 창업교육 등의 간접
지원제도로 나누어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다.
연구결과, 첫째는 창업활성화 지원책 강화이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적 측면과 사
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창
업은 고용창출, 국민경제에의 기여, 국가경쟁력의 제고, 사회안정 등 여러 가지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창업지원이 실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창업 뿐 만아니라
기업의 성장, M&A, IPO를 통한 엑시트, 실패한 기업의 안정적인 정리, 재창업 등
기업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기술혁신형 연구개발의 성공적인 사업화로의 연계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고
객들의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공급이 이루어져
야 사업에서의 성공화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지원방
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셋째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의 해결이다. 중소기업 인력난의 문제는 중소
기업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넓게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자,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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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지책을 수립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보다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
록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훈련 및 기술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
받침이 필요하겠다.
넷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 제고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군에 대
하여서는 대기업들이 해당 영역에서의 사업 진행을 막는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서 상
생의 기업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
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인식이 정착될 경우
향후 창업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단순한 상
하 주종관계가 아니라 인적자원, 자금, 기술력 등을 최대한 서로 공유하여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정부의 개입과 기업의 노력 그리고 사회적
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보상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과 공유제 도입’하거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부당한 인하와 불리한
거래 조건 강제 등의 관행을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빼오기, 기
술탈취 등 불공정한 행위 적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등의 정
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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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Measures of
Start-Up Support System of Korea

Sang-Bong An*·Young-Jun Shin**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raw development measures suitable for the current times by
examining the start-up support system for small & medium businesses in the start-up
environment of Korea, and also understanding its problems. Through this,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start-up activation of Korea. Especiall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start-up activation of Korea in the future by dividing it into the direct support system
like tax support for start-up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indirect support system like
start-up education,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 support system for small &
medium businesses, and then suggesting measures to improve problems found here.
In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support policy to activate start-up of small &
medium businesse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obtain the actual outcomes of
start-up support, the innovative ecosystem covering the overall corporate life such as
start-up, corporate growth, exit through M&A and IPO, stable liquidation of failed
companies, and restart-up should be established. For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benchmark the successful start-up cases of advanced countries.
<Key Words> Small & Medium Businesses, Start-Up Support System, Start-Up
Environment, Start-Up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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