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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노트

여성 시대의 견인차, 여성 창업

여성의 창업은 창업계를 넘어 시대적인 현상이다. 인터넷 포털에서 ‘여성 기업가정신(Women Entrepreneurship)’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알 수 있듯, 성공적인 여성 기업가의 사례나 여성 창업의 성장세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많다.
이러한 세계적 관심의 바탕에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에서
메꿔지지 않았던 여성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여성 창업을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사회적·문화적으로 남녀 간 불평등이 심한 한국에서 여성의 창업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남녀임금 격차가 최하위권이며,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 창업은 이러한 한국 사회 내
에서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시대의 견인차로서 여성 창업을 주제로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포커
스의 첫 번째 기사인 ‘시대적 흐름과 여성 창업’에서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여성 창업의 부상과, 여성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시대적 흐름을 짚어본다. ‘여성 창업의 특성과 한국적 맥락’에서는 한국에서 여성 창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제시하고, 여성의 창업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또한 다음 기사인 ‘여성 창업가들의 목
소리’는 여성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여성 창업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차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창업을 위한 정책 제언’에서는 여성 창업 지원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
시점에서 여성 예비창업자를 양성하고 여성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포커스에 뒤이어, 지난 6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여성 창업을 주제로 열린 영이노베이터스토크 행사를 소개한다. 또한 가
을호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스페셜 섹션에서는 이번호의 주제인 여성 창업에 대한 영화 두 편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서포터즈 사례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산창업지원센터의 최헌 센터장을 인터뷰하였다. 또한
컨트리 리포트에서는 태국의 창업생태계를 소개하고, 창업지표에서는 여성 창업과 크라우드 펀딩의 증가세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제시한다.

이번 가을호가 국내 창업관계자들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여성 창업이라는 이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여성 리더를 육성
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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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흐름과 여성 창업
글 손하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온 창업의 부흥에 힘입어 여성의 창

또한 소통이 중시되는 서비스 중심의 창업이 강세를 띠게

업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여성에게

된 시대적 배경이 여성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이러

있어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 측면에서 남성에게

한 시대에서 언어나 소통능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남성에

뒤처져있었던 그들의 주체적인 역할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우위를 가질 뿐 아니라, 시장의 빈틈을 찾아 기회를 포

계기가 되고 있다.

착하는 데에 능숙한 여성들의 강점이 극대화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여성의 창업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게 된

학창시절부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

것은 단지 창업의 활성화로 인해 여성도 그 범주에 들어가

역시 여성들의 내재된 역량을 설명하는데, 이코노미스트

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서 여성 창

(Economist)에서는 10대 여학생들이 책을 더 많이 읽고 숙

업을 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우리는 여성 창업에

제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남학생들보다 온라인 게

주목해야할까?

임을 하는 시간이 적어 더욱 우수한 성적을 낸다는 점에
주목한다3).

여성의 시대

먼저, 여성이 ‘기업가’로서 입지를 굳히는 시대가 되었다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흐름

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포브스(Forbes)에 따르

여성의 부상에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면, 미국에서 2007년 대비 2012년 여성 소유 기업은 30%

사회적 인식 변화가 기반이 되었다.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

나 증가하여 36%를 기록하는 등 여성 기업가는 꾸준히

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여성 기업가는 수적으로 증가하

면서 나타난 문화적 변화로, 여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였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해지고 있는데, 프랑스

가능성을 갖게 되면서 동기를 부여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BNP Paribas의 ‘2016 BNP Paribas Global Entrepreneur

본연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eport’에서 조사 대상이 된 18개 국가에서 여성 기업가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패러다임 변화가 여성 창업을 격려

의 평균 매출액이 남성 기업가에 비해 13% 가량 더욱 높

하는 시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과거에 대기업 등 큰 규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성 기업가들이 재무적으로도 성

모의 조직 단위가 사회를 이끌었던 것과는 달리, 현 시대에

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는 점점 소기업 또는 개인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주

1)

2)

1
2
3


Why
The Force Will Be With Women Entrepreneurs In 2016 (Forbes, 2016.01.06.)
http://www.forbes.com/sites/geristengel/2016/01/06/why-the-force-will-be-with-women-entrepreneurs-in-2016/#3a436714ce22
2016 BNP Paribas Global Entrepreneur Report
Why girls do better at school than boys (The Economist, 2015.03.05.)http://www.economist.com/blogs/economist-explains/2015/03/economistexplain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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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더욱

사회적 리더로서의 여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린다 그랜튼은 저서 「일의 미래」

과거에 여성은 약자로 인식되어 복지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에서 가까운 미래에 수억명이 소기업가로 활동하며 그들이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현 시대에서의 여

형성하는 클러스터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성 창업은 사회적 리더 양성의 측면에서 논해질 필요가 있

예측하기도 했다. 이러한 개인화된 사회에서 여성은 기존

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이 사회의 리더로서 제 역할을

제도권에서 남성에게 소외되었던 것에 반해 유리한 위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

갖게 된다.

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문화적 성 역할분담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성

여성 창업의 사회적 의의

이 부가가치 생산에서 벗어난 분야에 특화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힘입어 최적기를 맞이한 여성의 창

인식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IT 관련 소양 등 공학적 스킬이

업은 무엇보다도 여성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그

결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은 육아와

의의가 있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만한 환경이 제대로

가사에 부담을 지게 되면서 절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

갖춰져 있지 않는 한국에서 여성 창업은 사회적으로도 중

간 자본이 상대적으로 한정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더

요한 문제인데, 이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있어서 창업이 재

불어 여성에게 여전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

취업을 대신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즉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것 역시 풀어나가야 할

또한 넓은 의미에서 여성 창업은 여성이 시대의 주체로서

과제이다.

부상할 수 있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껏 비교

이와 같이 여성이 창업을 통해 사회적 리더로 부상하기 위

적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선진국에서도 여성은 기존

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보육이 필요하다. 시대적인

제도권 내에서 유리천장의 한계를 겪으며, 대부분의 조직

요구에 발맞춰 여성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변화를

에서 직급과 의사결정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수가 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리더

저히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의 문제

양성 교육과 보육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에서 여전히 큰 부담을 지는 여성이 직장에서 남성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창업은 여
성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창업은 여성에게 우호적인 직장 환경과
문화를 만든다. 여성 기업가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 창업은 여성의 취업에도 파급
력을 가지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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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창업의 특성과 한국적 맥락
글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창업의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 창업은 크게 여

던 여성 창업가에 의한 신설법인 수는 2015년 22,000여

성에 의한 창업(공급 관점)과 여성을 위한 창업(수요 관점)

개로 70% 가량 늘어났고, 여성 신설법인 수가 전체 신설

으로 구분된다. 최근 한국에서 여성 창업이 본격적으로 성

법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1.7%에서 2015년

장하는 배경에는 바로 여성 창업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확

23.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 현상이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 창업의 공급과 수요 차원

이러한 여성 창업의 활성화라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우

의 주요 특성을 알아보고, 한국적 맥락에서의 여성 창업의

리는 여성 창업의 공급과 수요의 관점을 도입하고자 한다.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보자. 즉, 공급 관점에
서는 ‘창업을 하려는 여성들은 누구인가? 왜 그들은 창업
을 하려고 하는가?’, 수요 관점에서는 ‘여성 창업가가 필요

여성에 의한 창업, 여성을 위한 창업

한 분야는 어디인가? 왜 그 분야에서는 여성 창업가를 필

– 여성 창업의 공급과 수요

요로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다. 기존의 여성 창업에 대한
논의는 여성에 의한 창업, 즉, 공급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

최근 2~3년 사이 지속되어온 창업 대중화의 바람은 남

어 왔다. 이는 여성으로서 창업 활동에 뛰어들게 되는 동기

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불어오고 있다. 패션 산업에서는

요인과 환경 요인에 대한 것이다.

B2B 의류도매 중개 플랫폼 ‘링크샵스닷컴’을 운영하는 에

하지만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은 어떤

이프릴이라는 스타트업이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

성별의 기업가가 만든 것인지 따지지 않는다. 수요 차원에

며, 두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뇌과학에 기반한 교

서는 단순히 창업가의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가

육콘텐츠를 제작하는 스칸디에듀는 설립 1년 만에 5억 원

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녹여내는 감성과 가치가 중요하다.

의 투자를 받았고, 소셜 댓글 서비스를 ‘라이브리’를 운영

따라서 여성의 기호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가치를

하는 시지온은 900여개의 고객사를 통해 1,800만 명의 사

담아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창업가의 노력이

용자를 유치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필요하다. 이러한 여성 친화적 산업 분야에서의 사업 모델

이렇게 선도적인 여성 창업 기업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개발과 창업 기회 포착에 있어 여성 창업가는 남성 창업가

최근, 특히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성 창업 활

에 비해 유리하다.

동의 증가세가 자리하고 있다. 2010년 13,000여개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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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성 창업의 공급 및 수요 요인

창업을 하려는 여성들은 누구인가?

이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기준 57.0%

- 여성 창업의 공급 관점

로 서구 선진국들이나 OECD 평균(62.8%)보다 낮은 편이
나, 2010년에 비해서는 2.5% 높은 수준이며, 매년 참여율

06

여성에 의한 창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여성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서구

창업가 비율은 24.8%로 OECD 주요국보다 높게 나타난다

사회에서 조차 여성의 성 역할은 남성과 달리 구분되어져

는 것이다(미국(5.4%), 독일(8.0%), 핀란드(9.4%)). 이는 상

왔다. 즉, 한 남성 혹은 여성이 속한 사회적 지위나 학벌과

대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이나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는 별개로 문화적, 관념적 차원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

한국의 창업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창업 활동에

이 고유의 성 역할을 형성하고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전공

대한 적극성과 잠재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통계적으로 여

을 선택할 때도 여성은 인문학이나 예술 분야를, 남성은 수

성 창업가의 창업 활동의 성과도 남성과 다른 양상을 보여

리나 공학 분야를 선호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준다. 창업기업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한국에서 여성이

2009년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른 후 2015년 남녀 학생

대표로 있는 창업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종업원 규모 자체

간의 격차가 7.4%까지 벌어졌으며, 여성 공무원의 비율도

는 남성 창업기업에 비해 더 작은 편이지만, 부채비율, 부

2000년 31.5%에서 2014년 43.9%로, 여성 법조인의 비율

도율은 여성기업이 더 낮아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 및 활동

은 2000년 3.1%에서 2014년 22.9%로, 여성 의사의 비율

성과 생산성 등에서 여성기업이 비율이 더 높아 재무건전

은 2000년 17.6%에서 2015년 24.7%로 크게 증가하였다.

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특히 2000년대 이후, 여성의 성 역할,

여성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가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념에 있어 큰 변화 양상을 보인다고

가계 차원에서 창업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문제의 대안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의 결혼, 임신 및 출산, 육

다음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아와 같은 전통적인 성 역할과의 이해상충과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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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및 경력단절 현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들에게 육아와 가사노동의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인 20대 때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 및

기혼인 여성 창업가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할 때 겪는 가장

아이템을 통한 창업이 각광 받고 있다.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이다. 하
지만 여성 창업가들은 일과 가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
정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공유하고 보다 유연한 근무

여성 창업가가 필요한 분야는 어디인가?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즉, 육아의 부담이 있는 여성

- 여성 창업의 수요 관점

창업가들은 주로 자신의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이들
이 학교에 간 시간, 혹은 자고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일하

여성에 의한 창업이 여성 창업의 공급 관점에서의 접근이

는 방식으로 업무 시간을 조절하는 등 취업에 비해 유연한

라면, 수요 관점에서의 접근은 여성 창업가가 필요한 분야

일-가정 양립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를 찾는 것이다. 여성 창업가가 필요한 분야를 찾기 위해서

여성 창업은 주로 30대에 발생하는 결혼, 임신 및 출산, 육

는 여성 중심의 수요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 소비자의

아 등 여성의 경력 경로 상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

취향 및 기호의 시대별 변화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육아 휴직 등의 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확대와 함께, 2000년대 들어 소비

로 상의 법·제도 차원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

트렌드도 기존의 생산(1970~80년대)이나 기술(1990년

나, 문화적 인식이 부족하여 여전히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대) 중심이 아닌 ‘기술+감성’의 차별화가 강조되면서 여성

가 심각한 편이다. 특히 2015년 현재, 10년 전에 비해 전

의 감성과 섬세함이 장점으로 발휘되는 디자인, 콘텐츠 등

체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30대 고용률 저점

지식·감성기반 분야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

이 30~34세에서 35~39세로 이동하면서 30대 후반의 경

다. 또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끄는 서비스 R&D 분

력 단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

야에서도 감성이나 디자인 등 여성 인력의 장점이 부각되

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복귀 후 이들의 경력 단절 이전

고 있다. (<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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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대별 소비자 트렌드 변화
시대구분

생산(70~80년대)

기술(90년대)

기술+감성(2000년대)

소비자니즈

단순, 획일

신제품, 고기능 선호

차별성, 감성 중시

가격, 품질

소형(대형), 고기능

대량확보, 다품종

디지털, 친환경

대량생산, 원가절감

기존기술 고도화와
첨단신기술 개발

구매결정
요인

기업대응

업종사례

의류, 제지

메모리, 신약, 평면 TV

디자인, 사용편의성, 복합화,
컨셉, 색상, 매력, 브랜드이미지

고객감성 포착
타 업종 기술접목
향기 나는 자동차, 쥬얼리 휴대폰

자료: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4~2018)

08

한편, 창업 기업의 주요 산업별 남녀 창업가 비중을 보면,

달성하며 민주적 관계를 지향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높인

여성 창업이 활발한 산업 분야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

다는 점에서 여성적 리더십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강점을

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

가지고 있다.

서비스업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소비 트렌드

또한 여성 창업가는 경력단절 등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는

와 연관된 패션(의류, 쥬얼리 등), 미용(화장품, 피부관리),

여성들의 고용에 보다 적극적이며, 후배 여성 창업가들에

쇼핑(인터넷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분야 뿐 아니라, 육아,

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멘토링이나 동료 여성 창업가

가사, 교육 등의 엄마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산업 분야, 그

들과의 네트워킹에도 적극적이다. 실제 구글캠퍼스에서 운

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복지 및 보건 분야에서

영하는 ‘Campus for moms’ 및 ‘여성기업가 네트워크 내일’

여성의 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부각되고

등의 여성 창업가 커뮤니티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며, 그러

있다.

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운영 시 맞이하는 다양한 문

한편 창업 기업의 경영 및 성장에 있어서도 여성의 역할이

제들을 서로 상의하고, 협력하며, 동료 창업가들 간의 심리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인 리더십 모델은 가부장적인 방식

적 안정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으로 리더의 신념과 결정에 의해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구성원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여성인력의 활용은 무척 중요

유형이었다. 이는 리더 권력의 영향력이 막강한 반면, 조직

하다. 사업기회 발굴과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을 주며, 인력

구성원 보다는 탑다운 방식의 리더 중심 리더십이라는 점

다양성 관리를 통해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

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여성적 리더십은 경쟁이 아닌 협동

히 여성이 가진 특유의 섬세함과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은

을 이끌어내고, 양적 성장 외에 질적 결과물을 동시에 추구

기술보다는 소비자의 경험과 감성이 중시되는 사업 분야에

한다. 즉, 권력보다는 개인의 실질적 유능함과 능력에서 리

서 기업 경영과 조직 문화 구축, 고객 관리 및 피드백 등에

더십의 근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여성 창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최근 스타트업 인력 채용

업가는 조직을 가족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근로

의 경향을 보면, 여성이 꼭 창업 기업의 대표나 공동 창업

자의 복지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력관리 측면에서 우수

자가 아니어도,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마케팅, 커뮤니

한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적인 기업문화라는 새로운 기업

케이션/홍보 분야 등의 여성 인력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문화를 창조하고 섬세한 주의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목적을

지고 있다.

Entrepreneurship Korea, 2016 Autumn, Vol.3

한국적 맥락에서의 여성 창업의 특성과 시사점

위기를 통해 증명되어 왔으나, 아직 창업기업의 성공이라
는 질적 관점에서의 성과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

위에서 살펴본 여성 창업의 공급과 수요 차원의 요인들과

재의 선도적인 여성 창업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여

함께 한국의 여성 창업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와 사회적·

성 특유의 감성과 섬세함, 그리고 남성 창업가에 뒤지지 않

문화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면 한국의 여성 창업에 대한

는 추진력과 기회 포착 능력을 통해 여성 친화적 사업 분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한국에서 창업을 꿈꾸고 시도

야의 고유의 영역을 개척한 선도적인 여성 창업가가 매출

하는 여성들은 학력 수준이 높으며, 20대 후반 취업을 통

및 이익과 같은 의미 있는 재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직장 경험도 갖추었으나, 결혼·임신·육아 등을 통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기업가정신과는 다른 기업 성장을 위

경력이 단절된 후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한 본격적인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 창업가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이들은 창

‘Scale-up’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컨설팅과 멘토링, 그리

업이라는 선택이 취업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사

고 다양한 성공 창업가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창업 생태계

실에는 동감하지만, 경력 단절 후 복귀 시 지속적인 고용에

내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Start-up’ 단계를 넘어

있어서의 불안감과 함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

‘Scale-up’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여성 창업가가

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 활동에 적극적이다.

현재 유망한 여성 창업의 사업 분야별로 배출될 수 있다면,

한편 20, 30대를 주축으로 여성들의 소비 시장에서의 구

해당 분야의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 여성 창업가들에게 하

매력이 매우 높으며, 특히 미혼 여성들의 주요 소비 분야

나의 역할모델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인 패션, 미용, 쇼핑, 여행 등에서의 소비 성향이 기혼 여성
들의 육아, 가사, 교육 등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소비 트렌드와 소비 행태의 변
화, 소비 과정에서의 감각적 요소를 포착하여 이를 사업 모
델 개발에 반영하는 여성 친화적 창업 활동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창업은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일반적으로 큰 위험과 부담
을 짊어지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여성 창업가는 성공 모델
로서의 여성 기업가를 통한 멘토링이나 네트워킹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올바른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전에 관심이 있는 산업
분야의 창업한 지 오래되지 않은 초기 성장 기업에 취직하
여 다양한 경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에서의 경험
을 통해 자신이 창업가로서 적절한 역량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표가 아닌 다른 직책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창업보다는 기존 창
업기업에의 취직을 통한 기여라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충
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여성 창업가의 양적 성장은 다양한 통계와 최근의 사회 분

09

Focus

·포커스

여성 창업가들의 목소리
글 오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본고에서는 여성 창업가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그들의 창업 과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 참여자
들은 김민정 ‘모이니’ 대표(육아용품 제조), 김선혜 ‘캬라멜’ 대표(사진작가 온라인 연결 플랫폼), 남지민 ‘세이프스팟글로벌’
대표(환경예측 IT컨텐츠), 서숙연 ‘해빛’ 대표(교육디지털컨텐츠), 이유미 ‘머글라우’ 대표(급식정보예측플랫폼)이다.

모이니 _

김민정 대표

캬라멜 _

김선혜 대표

세이프스팟글로벌 _

해빛 _

서숙연 대표

머글라우 _

이유미 대표

왜 창업을 선택했나?

이 직장생활을 해왔으나, 충분히 경력을 쌓았다고 느꼈을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창업가들은 대부분 결혼과 육아로

때 퇴사를 하고 창업한 케이스이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창업 혹은 재취업 등으로 경제활동

직접 기업을 운영해보고 싶었고, 특히 서숙연 대표는 다양

에 다시 참여하였다. 김민정 대표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

한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며

장하여 자아실현을 해보고 싶었고,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

창업생태계를 간접 경험했고, 착실히 네트워크를 만들어

도 고려해야 했다. 남지민 대표도 오랫동안 경력단절을 경

온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 창업한 기업

험한 상태에서 재취업이 어려웠고,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의 공동창업자 3명이 모두 전 직장에서 신뢰했던 동료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유연한 근무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어

라고 한다.

창업을 선택했다. 서숙연 대표, 김선혜 대표는 경력단절 없

10

남지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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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어떻게 창업기회를 발견했나?

그들이 부딪힌 장애요인들은 무엇이었나?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과거 직장경력 때 사업아이템에

“두 번째 창업이다. 첫 창업은 전자공학인 전공을 살려 Flat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

panel LED를 생산해서 건설업자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

기 위해 창업을 결심했다.

급했다. 하지만 건설업이라는 산업분야에서 기존 남성들의
네트워크와 견고한 진입장벽을 뚫기가 무척 어려웠다. 산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창업가로써 생활용품 혹은 육아용

업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많은 실수 끝에 결국 3년 만에 폐

품의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노

업했다. 첫 창업을 실패 했지만 현재 두 번째 창업에 있어

트에 꾸준히 적어두었다. 특히 기혼여성들은 남성들이나

서 학습효과로 작용했고, 현재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

미혼여성들과는 다르게 출산과 육아의 경험에서 차별화된



(머글라우 이유미 대표)

사업아이디어를 얻고, 창업기회를 갖는 기회로 삼는다. 또
한 엄마창업가들을 적극 고용함으로써 사회복귀에 어려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네트워크도 부족했고, 대표가 여성

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자는 것이 나의 창업정

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동업자나 개발자를 구하기도 어려웠

신이 되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다. 하지만 여성 특유의 따뜻한 진심으로 상대방을 설득하

을 만들어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면 될 거라 믿고 꾸준히 팀원을 찾았다.”

이 되고 싶다.” 


(모이니 김민정 대표)

(세이프스팟글로벌 남지민 대표)

“세 아이의 육아·살림, 창업을 병행하는 일이 힘들었다.
창업을 준비하며 교육이나 시장조사 등으로 집을 비워야하

“기존의 단체급식은 영양사들이 대략적인 예측으로 식자

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큰 도움이 됐다. 이처럼 가족의 협조

재를 발주하고, 조리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는 시스템이

없이 엄마로써의 창업은 불가능하다.”

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변수를 계



(모이니 김민정 대표)

산하며 식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단체급식의 과학적 예측
으로 꼭 필요한 양 만큼만 발주하여 폐기 식자재를 줄이는

여성 창업가의 강점은?

것과 동시에, 음식의 질도 높이고 비용을 낮추며, 나아가

여성 창업가들 모두가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혁신적

환경문제까지 고민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인 사고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또한 진취적으로 기



업을 경영하고 조직성과를 위해 노력했다. 새로운 문제와

(머글라우 이유미 대표)

장애물에 직면 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사업아이템을 얻었다. 사회에

는 모습을 보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먹거리에 대한 걱정으로 방사능 정
보를 꼭 알고 싶어하는 임산부나 엄마들의 니즈를 충족시

“여성 창업가의 강점은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예요.

켜주고자 했다. 후쿠시마 사태를 보며, 이것은 한 나라의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구성원들은 대부분 개성이 강하죠.

일이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사회

스타트업 특성상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는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고민했던 시간들 덕분에 ‘환경

경우가 많아요. 2~3명이 마케팅, 인사, 노무, 회계, 경영,

정보제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총무, 개발 등 기업 전반의 모든 업무를 맡아요.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 주인의식을

(세이프스팟글로벌 남지민 대표)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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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팀웍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합니다. 이때 여성의 강점은 빛을 발하죠”


(해빛 서숙연 대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라고 무조건 배려해달라고 하면 당
연히 조직에서는 배척당할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일과 가
정의 양립은 분명 필요하죠. 그래서 저와 같은 처지의 엄
마직원들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고객들에 대한 섬세한
마케팅엔 여성이 가장 적합해요. 또한 엄마만큼 생활용품
을 많이 쓰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또 엄마만큼 육아용품
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업종에 따라 다르겠
지만 육아 및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우리 회사에서 엄마는
경력 단절자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
성은 소통과 네트워킹에 능해요. 마케팅에서도 이런 엄마
로써, 여성으로써의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편견은 상처였
지만 괜찮아요.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 시장에 출시하고,
또 여자들이 일하기 좋은 매력적인 일터를 만들어 여성들
의 고용률을 늘리는 것이 이런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이라
고 생각해요”


(모이니 김민정 대표)

인터뷰를 통해 만난 여성 창업가들은 주변적인 위치로 남성
중심적인 기업문화에서 소외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기업문
화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또한 고용창출, 새
로운 시장개척,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 다양성에
근거한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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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여성 창업을 위한 정책 제언
글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워킹맘, 경력단절을 겪었지만 다

의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중소기업청의 『여

시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변화

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미래창조과학부의 『여성과학기술

와 혁신을 선도하는 여성 창업가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

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지 않게 만난다. 100대 기업의 여성 관리자가 100명을 넘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이에 해당한다.

어섰고, 육아휴직 장려 등 직장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늘었다. 소통의 리더십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 여성의 사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회적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 기본이념이다. 『경력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약진, 일하는 여성의 증가, 여성창업

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자가 많아져야 한다. 앞선 손하늬 원고 ‘시대적 흐름과 여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성 창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창업은 여성이 시대의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한다. 『여성기업지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이다. 여성이 창업을

원에관한법률』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

하고 여성에 우호적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여

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

성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권을 높이고, 사회의 법·제도 전

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반이 여성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압력으로 작용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정부

하게 된다.

는 매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기회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

탕으로 여성기업의 지원정책 방향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

만 지금도 여성이 임원이 되면 신문에 나온다. 좋은 일자리

다. 2005년~2014년까지 기본계획 상의 지원정책과 방향

에 근무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중 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여

은 <표 1>과 같으며 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육성에

성의 경력설계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계가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또한 여성기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사업이 있다. 여성벤처협

필요한 이유이다.

회 임원(성공기업 CEO)이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직접 골

여성을 위한 기본 정책제도와 진흥책은 무엇이 있는가.

라 1:1로 집중코칭하고 성공창업으로 연결하는 ‘여성벤처

우선 기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은 5개이다.

창업 CEO Care 프로그램’, 여성창업기업 및 경력단절 여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본법』,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성을 채용한 기업 전용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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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연도

정책목표

2005

다양한 분야에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안정적
인 성장을 도모하여 여성기업을 경제발전에 하나의 축으로
육성

2006

혁신형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와
여성기업에 대한 균형지원 강화

추진과제

•여성창업활성화 지원
•여성기업 유망직종의 발굴·육성
•여성기업 경영혁신 지원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여성기업에 안정적인 정책자금 및 보증공급
•창업 및 경영혁신 교육 강화
•여성기업 책임관 제도 시행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제54차 세계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

2007

혁신형 여성기업을 육성하고 창업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와
여성기업 정책에 대한 고객 만족도 제고

•여성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여성CEO 경영혁신 교육강화
•여성기업제품 판로 및 공공구매 확대
•여성기업의 정책접근성 제고
•여성기업단체의 기능 활성화

2008

여성의 창업촉진 및 글로벌 여성기업 육성

•여성창업기반의 획기적 개선
•여성기업 경영안정 지원 강화
•여성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09

여성의 창업촉진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여성창업 촉진 및 창업성공률 제고
•경영안정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성기업 친화적 경영환경 조성

2010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 및 경제활
동 영역에서의 동반성장 구현

•안정적 여성창업 시스템 구축
•여성기업 경영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
•진입장벽 완화 및 불평등 관행 해소

2011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여성창업 촉진 및 성공률 제고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여성기업지원인프라 확충·재정비

2012

여성특화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

•여성창업 협력프로그램 시행
•여성기업의 창업지원 시스템 보완
•판로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제공

2013

여성의 중요성과 특수성 인식한 아이템 발굴 및 일자리 칭
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보완

•여성기업 정보망 구축
•비즈니스 역량 교육 확대
•여성기업 맞춤형 창업지원 및 창업보육 확대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2014

여성의 창업 촉진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자료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200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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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인프라 확충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여성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및 투자확대
•판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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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

사와 관계가 깊은 기업들이 개입해서 사업화를 높이고 아

발사업’, 여성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육성해 여성의 창업

이디어 제공자에게도 수익의 일부가 돌아갈 수 있게 한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창업경진대회’ 등이 대표적

면 여성과 기업 양쪽에서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플

이다.

랫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올린 여성의 경우 역으로 투자

여성을 위한 법·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형태의 여

자가 창업을 권유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다 많은 잠재적

성기업인 지원사업이 존재하나 몇가지 문제점이 보인다.

인 여성 창업가를 발굴할 수 있다.

우선, 앞서 제시한 여성전용사업은 기존사업에 ‘여성’만 붙

넷째, 네트워크의 장이 필요하다. 최근 구글캠퍼스코리아

인 형태로 여성에 차별화된 포인트 없다. 둘째, 많은 지원

에서는 ‘엄마를 위한 창업교육(Campus for Moms)’을 진행

사업에서 여성을 우대한다는 명목하에 가점을 주고 있으나

하고 있다. 여성이 경력단절을 탈출하기 위해서 인적자본

여성시대를 맞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지

이 빈약한 채로 사회에 진입하지 않고 육아 시기를 보내면

원 이후 구체적으로 성공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드물다. 근

서도 육아 시기 이후 사회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본적으로 여성창업이 제조업 분야보다는 서비스 분야에서

다. 여성 VC,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모여 소통의 장이 되

많이 이루어지는지 여성의 강점이 발현되는 포인트를 놓치

며,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창업으로 곧

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일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성창업이 우리 사회에 내재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지

찾는 등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교환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원이 필요한가. 첫째, 종래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진 엔지니

다섯째, 보육의 사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취업 등

어링 중심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여성도 축적해야

제도권 내로 들어온 여성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다. 여성의 창업 아이디어가 기술과는 별개의 인적 서비

도 편리하고 재정부담이 적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

스(personal service)에 치우치는 것도 기술적 기회나 활용

다. 그래야 여성이 육아 이후 사회에 재진입하기 위한 준

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전공 학생에게 코딩을

비를 할 수가 있다. 미취업 여성이 사회적 보육에 의존하는

가르쳐서 원하는 IT서비스를 직접 런칭하게 하는 교육프로

것을 도덕적 해이로 보지 말고, 여성의 준비기간으로 봐야

그램(멋쟁이 사자처럼 이두희 대표) 등을 여성에게 확대해

한다.

나갈 필요가 있다. 공대에서 여성 쿼터를 두고 제도적으로

여성의 창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기술친화적

여성 공학도를 육성해 나가는 것도 의미있다.

여성인력이 육성되어야 하고, 보육의 사회화가 전제되어야

둘째, 여성 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여성 중심의 벤처투자

하며, 성급한 창업을 재촉하기 보다는 창업에 대한 장기간

회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long term) 비전을 마련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여성의 창업 아이디어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적 자본을 높이며

투자자는 역시 여성이다. 여성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창업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않기 위해서는 초기 창업이 안착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투자자들이 여성이 많아야 한다. 여성 창업가
를 여성이 육성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셋째, 여성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돕는 아이디어 클라
우드 플랫폼이 필요하다.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하면서 다
양한 니즈를 발굴하게 된다. 이러한 니즈로부터 떠오른 아
이디어를 플랫폼에 올리고, 여성투자자 또는 여성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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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노베이터

Young Innovators Talk @숙명여자대학교
구성 손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6월 3일 금요일 오후,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에서 ‘2016 Young Innovators Talk’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와 숙명여자대학교 앙트러프러너십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STEPI 혁신기업연
구센터가 주관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 활동 참여도 활발해지면서, 창업이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미용, 육아, 가사, 쇼핑 등 여성의 소비 트렌드와 밀접한 산업 분야에서의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여성을 위한 창업(여성 친화 사업)은 여성의 소비층의 빠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스타트업의 전략 및 역동성이 요
구되며, 여성에 의한 창업(여성 창업가)은 스타트업의 고객, 제품, 전략, 조직, 마케팅, 문화 등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부여한
다. 이번 행사의 주제인 ‘스타트업 블러썸(Blossom)’은 이러한 여성에 의한 창업, 여성을 위한 창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 최근 한국의 여성 창업 생태계를 표현하였다.
본 행사에 첫 연사로 나선 서숙연 해빛 대표는 본인이 모바일 육아 콘텐츠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든 ‘차이
의 놀이’ 서비스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두번째 연사인 김한균 코
스토리 대표는 아이의 피부를 고민하여 이에 맞는 화장품을 만들고자 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결국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게 된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마지막 연사인 이혜민 핀다 대표는 금융상품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만든 핀다 창업 이야기와 함께 특히 여성 창업가의 애로와 여성으로서 창업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
는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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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른다.
모바일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차이를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육아에 관련한 교육학 서적에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꼭 학습하고 실천해야 하는 좋은
콘텐츠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책을 찾아보며 육아 콘텐츠를 학습하
고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정보들은 책처럼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해빛의 ‘차이의 놀이’는 아이의
서숙연
해빛 대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성장 단계별로 부모가 꼭 알아야 하는 육아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
천하기 쉬운 놀이 방법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육아 이론과 실천과의 간극을 줄이며, 아이
가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과 교류, 유대감, 온 가족이 함께 성장
한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해빛은 이렇게 모바일로 아이와 부모의 차이를 줄이
는 콘텐츠 혁신을 통해 육아의 지평을 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란
가치를 아이가 자연스레 익힐 수 있게 한다.

“화장품 밖에 모르고 살았던 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이들
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화장품이지 않을까?”
화장품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한 남자가 있다. 그는 각종 화장품을 직접 써 보고 그 사용기
를 블로그에 올리며, 사람들에게 파워블로거라고 불릴 만큼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화장품
관련 공모전 수상, 화장품 관련 자격증 취득, 화장품 관련 회사에서의 사회생활 등 그의 화
장품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져 갔고,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
김한균

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한균. 때마침 태어나게 된 그의 딸을 위한 화장품을 만들기로 한

코스토리 대표

것이 코스토리를 창업하고, ‘파파레서피’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내 아이의
피부를 생각해 만든 저자극 유기농 오일은 사람들에게도 큰 공감을 얻었다. 그는 사람들에
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스토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당신의 브랜드를 파세요.”

“내게 맞는 금융 상품 정보, 꼭 은행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것일
까?”
시중에 있는 금융 상품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나의 상황과 조건에 딱 맞는 상품을 찾기
란 쉽지 않다. 또한 은행에서 추천해주는 상품이 나에게 알맞은 상품인지 확신하기도 어
렵다. 핀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각 은행
별 대출, 예금 등의 금리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한데 모아서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각
이혜민

금융상품별로 실제로 가입한 사람들의 리뷰를 제공하여, 나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상품을

핀다 대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융 상품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접촉 측면에서 면대면으로 하
는가 비대면으로 하는가에 대한 양측의 니즈가 다르다는 점도 핀다가 주목한 점이다. 핀
다를 통해 소비자는 비대면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은행은 면대면
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상품에 꼭 들어맞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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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본 섹션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이슈를 한층 더 일상적인, 또는 재미있는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여성 창
업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이야기한다.

영화 「인턴」
“내가 그동안 회사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긴 했어.
어쩌면 정말 그 싫은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
벤처기업의 대표인 여주인공 줄스 오스틴이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후 가진 생각이다. 영화
<인턴>은 여성 기업가들이 부딪히는 사회적 한계를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곱지 않은 시선, 전문 경영인의 고용, 그리고 남편의 외도까지. 그녀가 여성 기업가로써 겪은
수많은 난관을 본인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그녀를 구출해주었던 건 시니어 인턴인 벤 휘태
커가 자신을 기업인으로서 인정해준 것이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완화된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성차별
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남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기업사회에서는 말이 필요 없을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기업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인정이 아닐까 한다.
기업인 그 자체로 말이다. 여성 기업가는 말 그대로 성별이 여성인 기업인을 뜻한다. 정상에
서 벗어난 이상(異常)이 아니다. 어쩌면 영화 제목의 ‘인턴’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명백한 기업인으로써 인정받기위해 애쓰고 있는 여성 기업가 줄스 오스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글 김보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턴)

영화 「조이」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헝거게임으로 개성있는 연기를 보여준제니퍼 로렌스가 이번에는 가난
한 싱글맘에서 성공한 여성 CEO가 되는 과정을 열연했다. 기존에 출연했던 영화들에서 주
로 강인하고 리더십 있는 역할을 맡았었던 이미지가, ‘조이’에서도 잘 드러났다. 주인공인 조
이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명문대에 들어간 엘리트였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에서 착안한 밀대걸레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면서 성공 신화를 쓰게 된다. 영화의 시대적 상황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부정적인 인
식이 만연한 상황이었고, 조이는 홀로 가족을 돌봐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녀의 성
공은 실패에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용기, 탁월한 기업가적 마인드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점
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창업에도 많이 도전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
이 남성보다 가사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꿈보단 가정에 더 헌신하도록 강요받는 것이 현실
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강인한 결단력과 기존의 마인드셋에서 벗어나 새로 배우고 경험하려
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 영화에서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을 통한 사회활동이나 창
업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이 영화가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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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동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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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터즈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부산창업지원센터
구성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센터장)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서울, 판교 등에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투자, 컨설팅 등 지원조직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의 격차 이슈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스타트업의 새로운 무대로서 부산의 성장은 주목해
볼 만하다.
우선 창업을 추동하는 주요 플레이어로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테크노파크, 인적자원개발원 등 7개 출연기관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경대 등
4개 창업선도대학, 기술지주회사, 대학별 산학협력단 등 23개 부산 소재 대학에서 예비 청년창업가를 위한 창업교
육, 사업화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시와 대학의 노력에 더해서 최근 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와 쿨리지코너 인베스트먼트 등 벤처캐피탈이 부산
창업기업에 투자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부산창업카페, 단디벤처포럼, 센텀기술창업센터 등을 통한 코워킹스페이
스, 액셀러레이팅 활동이 늘어나며 더욱 창업이 활발해졌다. 부산시의 출자로 초기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마이크로
VC펀드, 청년창업펀드, 창조경제혁신펀드 등을 조성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기반도 마련되었다.
이번호에서는 부산지역 창업생태계 핵심 플레이어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역할분담 및 상
호협력 방안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부산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업지원
센터 최헌 센터장을 만났다.

Q) 부산이 스타트업의 새로운 무대로서 주목 받고 있는데,

업 메카 도시로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발표

언제부터 창업도시의 비전을 갖고 변화하여 왔는가?

하고, 분야별/기능별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

A) 부산시가 창업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0년이다. 서

는 한편 창업카페 조성, 창업펀드 조성 등 창업생태계

울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인 2009년 1천명 스타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을 육성을 시작한 것을 벤처마킹해 이듬해 부산 등 8
개 시도에서 일제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부
산도 그 가운데 하나로 2010년~2016년 현재까지 7차

Q)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서 부산창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년도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A) 부산시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책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을 계기로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 구현”을 모토로 창

창업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7차년도째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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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열린 제7기 부산시 창업기업 워크숍

Q) 부산이 스타트업의 새로운 무대로서 주목 받고 있는데,

창업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지원시책을 설명하는 최헌 센터장

트워킹을 하고 있다.

언제부터 창업도시의 비전을 갖고 변화하여 왔는가?

부산창업지원센터는 해마다 선발된 예비 창업자 및 창

A) 부산시가 창업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0년이다. 서

업1년 미만 초기 창업자들의 인큐베이팅 공간인데 타

울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인 2009년 1천명 스타트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1년간 무상 지원되며, 입주기업

업을 육성을 시작한 것을 벤처마킹해 이듬해 부산 등 8

혹은 졸업기업과 네트워킹을 활성화를 통해 공동파트

개 시도에서 일제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부

너 법인을 유도하고 있다. 창업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대

산도 그 가운데 하나로 2010년~2016년 현재까지 7차

학 등 여타 기관의 BI와 다른 점은 다양한 120여개 업

년도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종의 창업업체가 24시간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을 계기로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 구현”을 모토로 창

으로 3D 프린터 제작실, 회의실, 공용장비실, 제품 촬영

업 메카 도시로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발표

실, 제품전시실 등 창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확보하고

하고, 분야별/기능별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

있다는 점이다.

는 한편 창업카페 조성, 창업펀드 조성 등 창업생태계

부산창업지원센터는 선발된 팀에 대해 1천만원 이내 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화자금과 5천만원이내 창업특례자금 보증 지원 뿐
아니라 창업교육 및 1대1 멘토링, 홍보 및 마케팅 지원

Q) 부산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서 부산창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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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창업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
램도 운영하고 있다.

A) 부산시는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책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및 상담 등을 위한 창업

창업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7차년도째인 부

카페도 계속 확충하고 있다. 2015년 7월 부전동 송상

산시의 창업지원사업이 대표적 사업으로 매해 2백명씩

현 광장내에 1호점을 오픈한데 이어 올해 7월에 대학생

모아 아이템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200명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부경대에 창업카페 2호점을 개설

이 수료하여 현재 750개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중이

했으며, 의료관련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카페 3호점도 8

고, 이중 년간 10억원 이상이 매출을 내는 기업이 50개

월말 아미동 ICT 융합센터내에 문을 열었다. 창업카페

가량 된다. 지원사업 수료업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지난

는 부산지역 창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BS

2013년 부산 청년 CEO 협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네

Startup’ Portal을 운영 중이다. 부산창업지원센터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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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시제품테스트베드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이베

Q) 한국 창업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조언

이와 협력하여 25개 창업업체의 온라인 제품 홍보를 지

A) 창업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생태계를 충분히 고민

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롯데가 주관사인 부산창조경

해야 한다. 지역의 각 출연기관들이 국비확보에 급급,

제혁신센터는 롯데홈쇼핑 등 자체 온, 오프라인 유통망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도외시한 채 창업 프로그램을 추

을 이용해 창업업체들의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고

진하고 있어 정책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되

있다.

는 부분이 있다. 물론 창업자에게 모두 그 혜택이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창업자의 모럴헤저드 등의

Q) 부산창업지원센터의 올해 목표와 중장기 계획이 궁금
하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창업지원기관들이 업종별, 창업단계별로 상호 역할을

A) 2010년부터 부산창업지원사업이 시작해 2014년까지 1

분담하고, 창업시책에 대한 정보공유 및 창업자들에 대

단계는 창업자의 발굴과 초기 창업업체들의 경쟁력 강

한 공동 관리 체계 마련 등이 이뤄지면 보다 체계적인

화에 주력했다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창업

창업지원 시스템이 이뤄질 것이다.

지원사업은 우수 창업업체에 대한 집중 육성 및 창업

문제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나 기창업자들이

생테계 조성을 통한 창업 붐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창업 아이템도 1단계 시기에는 쇼핑몰이나 앱(app)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비스가 다수를 차지 했으나 최근들어서는 수산식품 개

정부의 창업지원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기보나 신보의

발, 스킨스쿠버, 해양스포츠 등 해양레저 및 관광상품 개

융자를 받는 것이 쉬워졌다. 그러나 3년쯤 지나 상환

발, 웹툰이나 영상제작 등 부산의 지리적 특징과 특화

기간이 도래하면 많은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산업과 연계된 창업이 늘고 있다. 2단계 사업이 끝나는

valley)을 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다. 창업자의 의지와

2020년까지 1천개 이사의 건실한 창업기업을 육성해

성장성을 고려해 상환연기나 재투자 등을 통해 건실한

이를 통한 고용 3천명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창업업체가 중도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대안
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부산지역 창업자들을 위한 조언

A) 창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취미를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렇다고 모두가 스티브잡스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자영업/생계형 창업과 구분되는 니치마켓을 타겟팅화
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차별화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이
를 활용하는 것도 스마트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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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 리포트

태국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생태계
원글 Supatsara Sangnapachai (Mahidol University 학사과정) 1)
편번역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관련 통계 및 정량 지표

기피하는 실정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태국은 GEDI(Global Entrepreneurship and

고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Development Institute)가 발표한 2016 Global

있다. 한편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y

Entrepreneurship Index(GEI)에서 세계 132개국 중 65

Community)는 태국 기업가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에 있

위, 아·태지역 21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GEI를 구

어 도전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는 AEC를

성하는 14개 세부지표 중 기회인식, 창업스킬, 제품혁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시도

신, 기회창업, 인적자본 등에서는 전 세계 평균치보다

하고 있다.

높은 값이 나왔으나, 기술섹터, 고성장, 프로세스혁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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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국제화 지표 점수

3. 창업 투자자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원글 <Figure 1> 참조).

태국은 세계경제순위 27위이자, 아세안에서는 인도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발표한

네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

2015-2016 기업가정신 생태계 지수에서는 60개국 중

는 나라로서, 많은 벤처캐피털, 인큐베이터, 액셀러레

창업사업 보유율(2위)과 남성 대비 여성의 TEA(Total

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TechGrind Thailand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비율(3위)이 높

Incubator는 동남아에서 최고로 큰 민간 기술 인큐베이

았고, 일자리에 대한 기대(51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터이자 태국 텔레콤 네트워크 분야 3위 기업으로서 현지

(54위)이 낮았다 (원글 <Figure 2> 참조).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표 1> 참조).

2. 정부 정책 및 인프라

4. 대학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태국 정부는 관련 행사, 워크샵, 정책 등의 기획을 통

과도한 스트레스 및 자율성 부족 등의 이유로 대기업

해 기업가(entrepreneur)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예

취업을 원치 않는 태국 대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로 태국 중소기업과 외국 중소기업간 사업 연결을 돕

젊은 세대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는 SME Expo 등이 있다. 태국에서는 중견기업 및 대

방콕대학교 기업가 및 경영대학은 미국 뱁슨대학과 파

기업의 금융신용은 높은데 반해, 중소기업들의 금융신

트너십을 맺어, 기업가정신 경영학 석사 (MME: Master

용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중소기업 투자를

of Management in Entrepreneurship) 학위 과정을 설


저자
Supatsara Sangnapachai는 태국 마히돌대학교 정보통신기술학과 학부생으로, 2015년 가을학기부터 1년간 대전대학교에 ASEAN 프로그램 교환학생으로
수학 중, 2016년 1~2월 겨울방학기간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다. 본 글은 원저자가 작성한 글을 번역 및 요약한 것으로, 영어 원문
은 STEPI 홈페이지(http://stepi.re.kr) 또는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 홈페이지(http://eship.stepi.re.kr)에 등재된 Entrepreneurship Korea 매거진 온라인 파일에
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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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였다. 이 밖에도 태국의 서울대라 불리는 쭐라롱껀

적으로 남성 기업가들의 수가 여성 기업가들의 수보다

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경영대학원과 마히

훨씬 많은데 반해, 태국은 여성의 기업가적 활동과 역할

돌대학교 등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태국에는 여성 기업가를 지원

되고 있다.

하는 많은 조직이 있는데, 그 예로 태국여성중소기업협
회(TWOSA: Thai Woman SMEs Association) 등이 있다.

5. 창업 지원 조직

태국의 창업 지원 조직은 방콕에 80%, 치앙마이에

7. 성공 사례

15%, 푸켓에 5% 정도 분포되어 있다. 방콕은 태국의

태국에서는 코워킹스페이스가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

수도로서 모든 편의 시설과 비즈니스 자원들이 집중되어,

되고 있다. 방콕의 Silom Space, 63 Bangkok, HUBBA

교통, 헬스케어, 예술,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HUBBA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야에서 국제적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 참조).

코워킹스페이스로, 국제 기술 스타트업 행사 등을 비
롯한 200여개 이상의 다양한 이벤트와 워크샵 등이 개

6. 창업 문화 및 이슈

최된다. 태국 남서해변 쪽의 꼬란타(Koh Lanta) 지역

태국은 전통적으로 소기업 및 가족기업에 있어서 강한

Long Beach 옆에 위치한 KoHUB 또한 사무편의시설

기업가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최근 태국의 2가지 주요

과 숙식 등이 완비된 이색적인 코워킹스페이스로서 24

문화 양상으로,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는 ‘소셜 문화’와,

시간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기업 문화’를 들 수 있다. 한편, 전 세계
<표 1> 태국의 주요 창업 투자자
유형

명칭

Accelerator
/Incubator

AIS Startup, Dtac Accelerate, True Incube, Expara, i4X, TechGrind Thailand Incubator, BIC,
MSEED

Angel Group/Club

HUBBA Venture, Bangkok Venture Club, Stock2Morrow, M8|VC

Crowd Funding

Dreamaker and Dreamaker Equity, SinWattana

Venture Builder

HUBBA X, Inspire, Ardent Lab, Alpha Founders

Venture Capital

Ardent Capital, Central Online (COL), Galaxy Ventures, Jungle Ventures, InVent, Digital Media
Partners (DMP), Red Dot Ventures, Inspire Ventures, 500 Startup, N-Vest Ventures, True
Incube, Golden Gate Ventures, Cyber Agent Ventures, East Ventures

자료: Bangkok Entrepreneur (2015) & Techsauce.co (2015)

<표 2> 태국의 주요 창업 지원 조직
유형

명칭

Organization/Institution

C-ASEAN, Entrepreneur’s Organization (EO), Bangkok Now (BNOW), Startup Bangkok, The
Startup Club, ThaiProgrammer

Education

Disrupt, We System

Government

NSTDA, ICT, SiPA,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SEC, NIA, Software Park, ETDA, EGA

Co-working Space

HUBBA, Hatch, The Hive, Tuber, FabCafe, NE8T, LAUNCHPAD, 63 Bangkok

자료: Bangkok Entrepreneur (2015) & Techsauce.c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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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Report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cosystem Status in Thailand
Supatsara Sangnapachai
(Mahidol Univers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1. Statistics and Index

Thailand’s GDP, and entrepreneurs from over 40,000

In 2016, 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es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fast-growing

Development Institute (GEDI) showed from the

market segment each year. A large number of new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GEI) of Thailand that

businesses are joining the market. There are also

Thailand’s rank is 65th in the world and 11th in the

a high number of failed businesses. The findings

1)

region, according to 14 pillars.

revealed that each year, fewer new businesses are

According to Patchara Samalapa, the executive vice

established, and the number of businesses that

president of Kasikorn Bank, SME operators — which

continue in their market segment also decreases.

represent 99.5% of all business — play a key role in

Because more than 2,000 businesses fail within

driving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for 40% of

their first two years, and the operators lack business

<Figure 1>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dex of Thailand 2016

Source: 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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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I 14 pillars: opportunity perception, startup skills, risk acceptance, networking, cultural support, opportunity startup, tech sector, human capital,
competition,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high growth, internationalization, risk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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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knowledge and experience, their

Worksho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agents of

operators are generally hit the hardest and are most

entrepreneurs enable problematic issues to be solved

likely to fold during economic crises.

quickly and correctly. The government also sets up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15–2016

promotional-development and problem-solving

shows the percentages and rankings of Self-

working groups to solve entrepreneurs’ problems

Perceptions, Motivation Index, Gender Equity,

and develop a corresponding database of SMEs for

Entrepreneurship Impact, and Societal Value.

decreasing the production capital of small, medium,
and large enterprises.

2. Governmental Policies and Infrastructure

In Thailand, there are a lot of medium-scale enterprises

For those problems related to the issues just

and large firms which can obtain easy access to

described, the entrepreneurs need support from

financial credit from banks. In contrast, almost all

the government to increasingly globalize, both

banks worry about investing in SMEs because of their

within the country and within the ASEAN Economic

lack of financial credit. Therefore, the government

Community (AEC). The government has several ways

tries to help and support loans to Thai SMEs through

to support and help entrepreneurs by organizing

various program policies for moving forward liquidity

events, workshops, and policies. The SME Expo

access to capital, agricultural processes, improvement

is organized for development and businesses,

in high capability, and high-tech innovation.

matching SMEs in the country and foreign countries.

The big challenge for Thai entrepreneurs is the

<Figure 2> Entrepreneurial Ecosystem of Thailand

Sourc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5-2016(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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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Economic Community (AEC). Currently,

the first private technology incubator in Southeast

Thailand is itself becoming more international. There

Asia and the 3rd-largest telecom network in Thailand,

are new competitors and workforces entering the

helping to fuel the local startup community. Venture

Thai market. Thailand’s startup businesses are arriving

capitals and the private equity attractive index are

on the scene later than the other countries in ASEAN.

ranked 32nd worldwide. Besides that, it receives

They are less prepared and need to tackle corruption,

a lot of attention from outside VCs and foreign

increase technology, and support R&D, while English

tech companies that have already invested or are

language use is relatively low. But entrepreneurs in

interested in investing in Thailand and Southeast

Thai still do well. The government tries to cooperate

Asia. All of these high rankings lead foreigners to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with Thailand’s

decide to invest or move to Thailand and set up their

own big companies to rally support from as many

own ventures here. The low cost of living also makes

sides as possible. However, government supports

it a great place to invest. But though the growing

in entrepreneurship-specific education and training

entrepreneurial community is better, foreigners

could further enhance the general entrepreneurial

worry about investing in Thailand, especially with

capabilities of Thai society.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stemming from the
military coup that started in 2014 and persists into

3. Investors

the present. There has been a crackdown on the

These are the investment’s qualities to guarantee that

economic situation, and corruption is a significant risk

Thailand is a proper resource for investment. Thailand

for business operations in Thailand. While foreigners

is the 27th-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2nd

worry about therisks, there are many venture

in ASEAN (after Indonesia). There are many venture

capitals in Thailand and foreign countries such as

capitals from Thais and foreigners who are based in

Japan, Singapore, and China, looking for startups to

Thailand and Southeast Asia, including incubators

invest in.

and accelerators. Tech GRIND Thailand Incubator is
<Table 1> Major Investors in Thailand
Type

Name

Accelerator
/Incubator

AIS Startup, Dtac Accelerate, True Incube, Expara, i4X, TechGrind Thailand Incubator, BIC,
MSEED

Angel Group/
Club

HUBBA Venture, Bangkok Venture Club, Stock2Morrow, M8|VC

Crowd Funding

Dreamaker and Dreamaker Equity, SinWattana

Venture Builder

HUBBA X, Inspire, Ardent Lab, Alpha Founders

Venture Capital

Ardent Capital, Central Online (COL), Galaxy Ventures, Jungle Ventures, InVent, Digital
Media Partners (DMP), Red Dot Ventures, Inspire Ventures, 500 Startup, N-Vest Ventures,
True Incube, Golden Gate Ventures, Cyber Agent Ventures, East Ventures

Source: Bangkok Entrepreneur (2015) and Techsauce.c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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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in

many organizations support entrepreneurship

Universities

education just like BUSEM: for instance, the Graduate

Thailand’s problems have, paradoxically, led to the

Institu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of Chulalongkorn

start of many businesses, started by undergraduate

University (SASIN), Disrupt University, and Mahidol

students who wanted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University (Entrepreneurship Management Program).

new generation has an increased interest in doing
business, because the young people do not want to

5. Supporting Organizations

take jobs in large firms with high pressure, confusion,

According to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Index,

and lack of freedom. Therefore, both the private and

Thailand placed 96th globally; the nearby startup

public sectors give priority to business education and

hubs of Malaysia (18th) and Singapore (1st) still rank

support continuous events and education programs

above it; Singapore is the startup center of Southeast

specifically established by the organizations.

Asia. In turn, the startup center of Thailand is Bangkok

The School of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80%), followed by Chiang Mai (15%) and Phuket

(BUSEM) at Bangkok University partnered with

(5%). Bangkok, the capital city of Thailand, offers

Babson College, the world leader in entrepreneurship

conveniences in every dimension. It has the business

education. Together they designed the Master of

resources that are important within the country.

Management in Entrepreneurship (MME) degree.

Bangkok is an international hub for transport and health

They provide the foundational knowledge, deep

care and has emerged as a regional center for the arts,

insight, and personal experiences needed by

fashion, and entertainment. Moreover, Thailand also

business managing-owners and top-level executives.

supports free enterprise in business and industry.

They also created partnerships with academic
institutions in Europe and America. Over half of

6. Cultural Issues

BUSEM’s program happens outside of the classroom,

Thailand has a strong entrepreneurial culture, with

building a real, functional business of your choice,

a long tradition of small, family-owned firms. One

and making specifically customized courses that are

of Thailand’s most famous cultural norms is “social

available for future business owners. In addition,

culture.” Thai people do not prefer or accept

<Table 2> Major Supporting Organizations in Thailand
Type

Name

Organization/Institution

C-ASEAN, Entrepreneur’s Organization (EO), Bangkok Now (BNOW), Startup
Bangkok, The Startup Club, ThaiProgrammer

Education

Disrupt, We System

Government

NSTDA, ICT, SiPA,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SEC, NIA, Software Park, ETDA, EGA

Co-working Space

HUBBA, Hatch, The Hive, Tuber, FabCafe, NE8T, LAUNCHPAD, 63 Bangkok

Source: Bangkok Entrepreneur (2015) and Techsauce.c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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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hings that are not trending, which leads to a

we now see women entrepreneurs in larger roles.

dependence on social media. If a brand can devote

In addition, many organizations in Thailand support

a small amount of time creating a rapid trend,

female entrepreneurship, such as the Thai Woman

whether through sharing or promoting online, that

SMEs Association (TWOSA), which foster the

brand can suddenly find fame. Another aspect of

exchange of experiences, business knowledge,

business culture is “company culture.” In Thailand,

and accession funding. Much more than their male

the business should have a unique brand or product

counterparts, female entrepreneurs face a lack of

and large capital in its own business, because the

accession capital and many other problems.

Thai business system is “big fish eat little fish.” If

28

your business capital is not grand enough, larger

7. Successful Cases

companies will exercise their intellectual property,

One kind of startup business that’s very successful in

patents, copyright, and trademarks to make you lose

Thailand is co-working spaces. Co-working space is

your business. So if you only have an idea or good

a place where open opportunities enable people to

projects or both, that’s not enough for establishing a

work at their jobs. They provide an environment for

company in Thailand.

co-workers to share resources and ideas. At present,

Globally, the number of male entrepreneurs who

many people — especially those who want freedom

are successful in business exceeds that of female

in their work life: no boss, no Bundy clock, no dress

entrepreneurs, as in the amount of foundations.

uniform or code — prefer a co-working space over

Females still face inequality in the ratio of female

a traditional office environment. They don’t want to

entrepreneurs. Thailand, however, is one of six

face problems and inconveniences, such as coffee

countries where women’s entrepreneurship activities

shops that are unwilling to offer fair access to the

are almost equal to, or higher than, men’s. (The other

Internet and Wi-Fi, which cause many people to lose

five countries are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concentration. Therefore, co-working spaces are a

Vietnam, and Peru.) The GEM research shows that

good choice to solve these problems, and it’s also

the rate of entrepreneurship among females is

convenient for travelers, because most of them are

slightly higher than males. Many businesses are run

located in two main areas of Bangkok: Sukhumvit

by women, and the cultural and societal norms are

and the Silom/Sathon area, near a subway or sky train

favorable toward high female entrepreneurship

station such as Silom Space, 63 Bangkok, HUBBA.

rates in Thailand. Starting and owning a business is

Thailand has one of the most famous co-working

socially acceptable and a popular career choice for

spaces, “HUBBA Thailand.” It is the first such space

women. Previously, females had never gotten the

in Thailand and the largest co-working space in

large projects, and some careers did not quite give

Southeast Asia. It’s also the leader in activating the

equal opportunities to females. Female don’t lack

Thai technology startup ecosystem through events,

the ability, knowledge, or skills, and they have a role

conferences, and media, bringing in more than

in improving social quality and well-being. Therefore,

200 events and workshops. It is the main host and

Entrepreneurship Korea, 2016 Autumn, Vol.3

organizer for some of the most world-renowned
international tech startup events, too.
Co-working spaces are found not only in Bangkok
but also in every part of Thailand. One of them is in
Koh Lanta, Krabi, in the southern part of Thailand.
It has the only co-working space, KoHUB, located
next to Long Beach, off the southwestern coast of
Thailand. Co-working spaces at the beach are quite

 ollege of Management Mahidol University (http://
•C

www.cmmu.mahidol.ac.th/)
 enis Nemtsev (2014). “Are There Any Angles or
•D

VCs in Thailand?”
 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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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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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ee (2015). ”Thai Startup Year in Review 2015.”
•M

guard who works all night. KoHUB also has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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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표

여성 창업의 꾸준한 증가
글 오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여성 창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여성 신설법인수를 살펴보면, 2010
년 13,098개에서 2015년 22,229개로 69.7%가 증가하였으며(연평균 11.2% 증가), 신설법인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신설법인 비중이 2010년 22.7%(8,496개)에서 2015년 24.2%(14,440개)로 증가하였으
며, 제조업도 18.4%에서 20.9%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 외 대부분 산업에서도 역시 여성 신설법인 수의 증가세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창업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발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신설법인 수 추이와 여성 기업 비율

자료 : 중소기업청 신설법인 동향

<그림 2> 산업별 여성 신설법인수

자료 : 중소기업청 신설법인 동향

<그림 3> 창업 기업의 주요 산업별 남녀 창업가 비중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실태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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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표

크라우드 펀딩의 안정적 증가
글 김보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아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꾸준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
가 신설되면서 2016년 1월 2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6년 2월~8월 사이의 펀드 모집금액은 누적 205억원에 달했고 발행금액은 110억원을 돌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
업이 전체 발행금액 110억원에 대해 31%(약 34억원)를 차지하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8%(약 20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30~40대가 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추세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의 안정적인 출발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크라우드 펀딩의 창업자금으로서의 지
속적인 역할을 기대해본다.

<그림 1> 크라우드펀딩 발행/모집 금액 (2016.2 ~ 2016.8)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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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크라우드넷

<그림 2> 업종별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 비중

<그림 3> 연령 및 성별 크라우드펀딩 발행금액


자료: 크라우드넷

(단위: 원)

자료: 크라우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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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Young Innovators Talk’ in ‘2016 청년 기업가정신 캠프
구성 손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7월 15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2016 Young

업의 본질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연

Innovators Talk(이하 YIT)’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YIT는

사인 문종수 웨이웨어러블 대표는 스마트 피부 진단기기

중소기업청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과

인 ‘웨이’라는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게 된 과정을 기회 포

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KEF)

착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마지막 연사인 김종윤 오비츠

이 공동 주관한 ‘2016 청년 기업가정신 캠프’의 1부(오전)

대표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없이도 간편하게 시력을 검사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청춘 2029, 미래를 열어라’라는 주

여 안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초소형 휴대용 검안기

제로 충청권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의 개발과 창업 스토리를 이야기하였다.

한 이번 캠프의 YIT에서는 충청도 지역의 대표 산업이라고

연사들의 개별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헬스케어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

분야의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과 청년들의 헬스케어

타트업 대표 3명을 연사로 모셨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박

분야 창업에 있어서의 유의할 점에 대한 유익한 고민과 조

종일 엠트리케어 대표는 비접촉식 적외선 스마트 체온계

언이 이루어졌다. 다음 YIT 행사는 오는 9월 29일(목), 부산

인 ‘써모케어’ 개발 스토리를 이야기하였다. 그는 의료기기

부경대학교에 위치한 ‘부산창업카페 2호점’에서 ‘부산, 스

스타트업 창업 시 유의할 점과 함께, 청년들의 삶의 목표와

타트업의 새로운 무대’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종일 엠트리케어 대표

Young Innovators Talk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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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오비츠 대표

문종수 웨이웨어러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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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전문가 총회 (GEC+ DAEGU)
구성 이정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글로벌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1)

정신 생태계 구축을 함께 고려한 “Glocal(Global+Local)

(GEN) 와 공동 주최로 2016년 8월 25일(목)~26일(금) 양

Entrepreneurship Education”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국내외

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전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공유하

문가 총회(Global Entrepreneurship Congress Plus, 이하

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3)

GEC+)’2)를 개최했다. 영남대학교 기업가센터, POSTECH

첫날 개막행사에서는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

기업가센터에서도 해당 기간 중 같은 장소에서 ‘글로벌 청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노석

2

년 창업·인턴십 포럼 및 박람회(GYSIF^ : Global Youth

균 영남대학교 총장, 조무현 POSTECH 부총장의 환영

Startup Internship Forum and Fair) 2016’을 연계 개최하여

사, Jonathan Ortmans GEN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주

다채로움을 더했다. ‘혁신을 위한 디딤돌, 기업가정신 교육’

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 현황과 함

이라는 슬로건으로 중소기업청과 대구광역시, 카우프만 재

양 및 확산 노력을, Fiorina Mugione 국제연합무역개발협

단(Kauffman Foundation), 대구컨벤션관광뷰로(DCVB)가

의회(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미국, 남아공, 덴마크, 핀란드, 이스

Development) 기업가정신 국장은 미래 원동력으로서 기업

라엘, 인도, 싱가포르, 중국, 대만, 일본 등 28개국 총 529

가정신의 중요성을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 발표를 하였다.

명의 전문가, 기업가,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GEC+ DAEGU

강연 후 이재훈 영남대학교 기업가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주

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과 더불어 각 지역별 기업가

요 토론자들과 함께 좌담회를 진행하여, 국내외 기업가정신

GEC+ DAEGU 개막행사 좌담회 및 단체 사진
1
2
3


GEC(Global
Entrepreneurship Congress)는 GEN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 GEC+는 별도의 기업가정신 집중 논의
를 위한 25개국 내외의 전문가 총회로서 올해 대구에서 제1회로 개최함
GEC(Global Entrepreneurship Congress)는 GEN 회원국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 GEC+는 별도의 기업가정신 집중 논의
를 위한 25개국 내외의 전문가 총회로서 올해 대구에서 제1회로 개최함
공식 홈페이지: http://ge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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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황과 생태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관련 교육

이 온라인을 통해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자신들의 경

및 연구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험을 나누어주는 ‘My Online Mentor Community’ 프로그램

개막행사 후, 컨퍼런스 1부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우

이 열렸다. 또한 중소기업청 및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수사례’와 2부인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

있는 대학기업가센터 9개 대학 소속 예비창업팀 9개팀간

세션을 통해 국내외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생태계 전문

비즈니스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Show me the BI’ 프로그램

가들의 우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동시 세션으

도 진행되어, 심사위원 및 청중들의 가상투자를 통해, 청각

로는 ‘기업가정신 기획연구 결과발표회’, ‘기업가정신 교육

장애인들이 시각화된 자료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앱을 발

전문가 컨소시엄(C.E.E: Consortium for Entrepreneurship

표한 숙명여자대학교 L.RAUM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다.

Educators)’,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네트워크(GERN:

둘째 날에는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과 ‘기업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Network) 서밋’ 등의 프

가정신 생태계 포럼’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기업가정신 교

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기업가정신 기획연구 결과발표

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회에서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문선 팀장의 사회로

및 커리큘럼/교재/교구 도입 사례 소개와 함께,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 사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한양

교육전문가 역량 강화 및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성 측정 방안

대학교 한창희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광운대학교

등에 대한 각국의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기업가정

김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신 생태계 포럼에서는 국내외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 모델

장, 박광회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회장 등이 패널로 참

특징, 지역 기반의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축 우수 사례 등에

여하여, 기업가정신의 정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관련

대한 각국의 발표와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이 계속 되었다.

정책 발전방향 등에 대해 청중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

제1회 GEC+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치하여 대구

다. C.E.E에서는 인도 아쇼카대학교와 홍콩시립대학교 우

에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기업가정신 확산에 있어 대한민

수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에 대한 논

국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

의가 있었다. GERN 서밋에서는 남아공 기업가정신 교육 및

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브랜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마인드셋 연구, 영국 기업가정신 생태계 지도 작성 등 회원

한다. 창조경제 구현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국들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발표와 향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업가정신의 확산 및 교육의 중요성

후 새로운 연구주제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GEC+에서의 세계

한편 연계 행사인 GYSIF^2의 여러 프로그램과 전시 부스

각국 기업가정신 교육 전문가들의 토론과 연구 성과 공유

등을 통해, 국내외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동을 둘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글로컬(Glocal) 기업가정신이

러볼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선배 기업가 멘토들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기업가정신 기획연구 결과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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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스타트업 캘린더
행사명

일시

주제/내용

STEPI Young Innovators Talk
@부경대학교

9/29 (목)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부산,
스타트업의 새로운 무대’ 주제로 개최

테헤란로 커피클럽

7/12(수), 7/27(수), 8/10(수),
8/24(수)

아침에 진행되는 스타트업 네트워킹 모임

테헤란로 런치클럽

7/7(목), 7/15(금), 7/20(수),
8/4(목), 8/23(화)

점심에 진행되는 스타트업 이슈 공유 모임

스타트업 그라인드 서울

7/21(목), 8/18(목), 9/22(목)

스타트업과 관련있는 사람들끼리 진행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커뮤니티

쫄지마 창업스쿨
2016 시즌 2

9/19(월), 9/26(월),
10/10(월), 10/17(월),
10/24(월), 10/31(월),
11/7(월), 11/14(월),
11/21(월), 11/28(월)

2016 하반기 쫄지마 창업스쿨 KAIST와
연계한 창업강좌 10강

신 홍합밸리

7/21(목), 8/25(목), 9/1(목)

홍대에서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데모데이 및 네트워킹 행사

창조경제연구회

9/27(화)

창조경제연구회 29차 공개포럼 : 한국의 실버 이코노미

고벤처포럼

8/3(수), 8/30(화), 9/27(화)

대한민국의 모든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위한 강연과
네트워킹이 있는 행사

가라지포럼

9/22(목)

스타트업 CEO와 모든 관계자들을 위한 모임

9/7(수)

유명 창업 CEO와 예비창업자 및 대학생간의
토크쇼

2016 청년창업콘서트
스타트업이 바꾸는 세상

7/6(수), 7/7(목), 9/7(수)

스타트업에게 최신 경제 트렌드를 소개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모임

프라이머 Global Showcase

7/20(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프라이머클럽 스타트업 소개

K-Champ Lab 2기 쇼케이스 및 데모데이

7/12(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K-Champ Lab 2기 데모데이

2016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7/13(수)

농수산업 관련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도전가능한
창업 콘테스트

제1회 청년기업가정신 연합포럼

7/13(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기업가정신

100번가의 톡

8/10(수), 8/23(화), 8/24(수),
8/31(수), 9/7(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수요 피칭데이

벤처스퀘어 19th 오픈업 'O2O 서비스의
A-Z'

7/14(목)

020 산업 트렌드 및 관련 스타트업 소개

퇴사학교

9/10(토), 9/24(토),
10/1(토), 10/15(토)

매일 똑같은 회사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현실 속
알짜배기 노하우

굿인터넷클럽

7/26(화), 8/30(화)

인터넷 산업의 트렌드에 대한 강연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전문가 총회

8/25(목)-8/27(금)

글로벌 기업가정신 관련 전문가 총회

미인계 콘서트

8/19(금), 8/26(금), 9/9(금)

미래, 인간, 기계와 관련한 공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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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한 마디

국내외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기업가정신 관련
행사는 물론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해주는
전문 미디어로서 손색이 없네요. 다음호에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기획되어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이 제시된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기현 _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내용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더불어
관련 교육 사례의 한 면을 차지한 해당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 입장에서, 그 기획의도와 실행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파급효과까지 심층 분석해주어
더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대표 미디어로 성장하여 기업가정신 함양과 증진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양태용 _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소장

모두를 위한 창업교육이라는 시의성있는
주제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속에 최근 투자자들이
어떤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례들도
소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혁진 _ 한국산업기술대 창업지원본부장

지난 호에 대한 평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등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본 지에 담지 못한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혁신기업연구센터
홈페이지(http://eship.stepi.re.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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