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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여성창업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여성 창업의향률은 2010년 19.8%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
물고 있는 실정
미감유창(美感柔創)으로 표현되는 21세기 수요패턴 변화에 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 특유의 감성과 창의성 등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식·기술창업 활성화가 필요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창업 정책은 지원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
향후 여성의 지식·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
- 여성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특성화·전문화된 창
업교육 실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창업자금에 여성창업 전용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기
술보증기금에 여성기술창업특례보증제도 도입
- 여성 지식·기술창업자를 위한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 마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서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
율의 이행력 강화
- 여성 지식·기술창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개념검증센터, 전문 창업보육센
터 및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설치 등의 방안 마련 필요

□ 여성의 지식·기술창업 필요성 증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생기업들의 창업이 활발해야 하며, 창업한 기
업들이 기업가정신을 왕성하게 발휘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함.
미감유창(美感柔創)으로 표현되는 21세기의 새로운 산업환경 및 소비자 수
요패턴 변화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 특유의 감성과 섬세함, 창의성
등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경제활동이 요구됨.
- 특히 여성기업은 남성 중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력 저하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
는 데에도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국정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21세기 지식기반·창조경제시
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식·기술창업 활성화
가 필요함.

□ 여성창업 증가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최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여성기업 및 여성창업이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사업체 수에서 여성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6.5%(119
만 2,048개)에서 2009년 37.1%(122만 1,653개)로 0.6%포인트 증가함.
- 신설법인 수 중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1.7%(1만
3,098개)에서 2012년 22.6%(1만 6,747개)로 0.9%포인트 증가함.
우리나라에서 여성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
교한 여성 창업의향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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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신설법인 중 여성기업의 비중 추이(2010∼2012년)
단위 : 개, %
2010년(A)

2012년(B)

법인 수

비중

법인 수

여성

13,098

21.7

16,747

남성

47,214

78.3

합계

60,312

100.0

B-A
비중

법인 수

비중

22.6

3,649

0.9

57,415

77.4

10,201

-0.9

74,162

100.0

13,850

-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1>

OECD 주요 국가의 여성 창업의향률 현황(2010년)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1.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1 여성기업 백서」
, 2012, p.25에서 재인용.

- 2010년도 한국의 여성 창업의향률은 19.8%로 멕시코 51.2%, 미국
43.3%, 영국 34.0%, 일본 32.6%, 그리스 25.2%와 비교하여 매우 낮게
나타남.
특히 지식·기술집약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기업 중 여성기업의 비중
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1년 현재 전체 벤처기
업 중 5.3%에 불과함.
- 이는 여성창업자 중 이공계열 전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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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벤처기업 중 여성기업체의 비중 추이
단위 : %
2005

2006

2007

2011

전체 벤처기업 수(A)

96.6

96.2

95.3

94.7

여성벤처기업 수(B)

3.4

3.8

4.7

5.3

여성벤처기업 비중(B/A, %)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각 연도.

□ 다양한 유형의 여성창업 지원사업 추진
정부는 1999년「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여성기업 및 여성창
업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 3개 중앙부처, 11개 광역자치
단체에서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창업보육센터, 컨설팅 등 여성창업 전용
지원사업을 실시함.
- 중소기업청은 실전창업스쿨·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여성창업경진대
회·여성가장창업자금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지원을, 교육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여성인력 창업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함.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는 창업보육·창업자금, 대구광역시는 창업보육·
창업컨설팅, 경남은 창업멘토링, 충북은 여대생창업센터, 충남·전남·제
주는 창업자금 등을 지원함.

□ 체계적인 여성 지식·기술창업 지원 미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여성창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사업 간 연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우선 여성의 창의성과 감성·섬세함 등의 특성을 살린 지식·기술창업 지
원이 미흡하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부족함.
- 창업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프로세스 간 연계가 이루
어져야 하나, 창업교육, 창업컨설팅·멘토링, 창업자금, 창업보육센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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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원 등이 연계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창업교육사업의 경우 특히 이공계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가마
인드 함양 및 직업경로로서의 창업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 2011년도 창업자금 지원에서도 여성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이 중소기
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의 전체 운용자금에서 각각 12.5%, 6.0% 수준
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 컨설팅 지원의 경우, 2008~2012년 6월 기간 동안 전체 지원건수 대비
여성기업 비중이 7.3%에 머문 것으로 조사됨.
- 창업보육사업의 경우는 전국 14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168개의 창
업보육실을 확보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아이디어·생활형 업
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임.

□ 여성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은 판로확보, 자금조달 순으로 조사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결과, 여성창업기업은 판로확보(60.0%)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금조달(16.7%), 인력관리(7.2%)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여성 창업기업의 창업 초기 애로사항

자료 :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1년도 여성기업 실태조사」
,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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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여성창업기업의 창업 초기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
로확보, 창업자금 지원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함.

□ 여성의 기업가마인드 함양 및 창업교육의 체계적 추진 필요
여성 지식·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우선은 대학·대학원에서 이공계 전공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추진하되, 실효성 있
는 교육내용 구성을 위해 중소기업청 등 경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
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식·기술창업 교육의 내용을 특성화·전문화해야 함.
- 현재 실시되는 여성창업 강좌가 특성화·전문화되지 못해 그 성과가 제한
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수강생의 특성에 부합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마
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여성창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여성창업기업은 사업 초기 사업화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선 여성 지식·기술 창업자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
흥공단 정책자금에 여성창업 전용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동 자금의 지원대상은 창업 후 5년 이내 기술·지식집약형 여성기업으로
하고, 지원규모는 중진공 창업자금의 15%(2011년 12.5%) 수준으로 설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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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지원 창업자금에서 여성 기술창업기업 지원을 확
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기술창업특례보증제
도 도입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여성창업기업은 사업화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판로확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
- 여성기업의 판로확보 지원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에서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2011년도 전체 구매액의
3.4%)의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1)
- 이를 위해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확대하고, 여성기
업제품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에 기관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
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여성창업기업의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여성지식·기술창
업자 멘토링·컨설팅 지원사업’
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컨설팅·멘토링사업 중 일
정 비율을 여성 지식·기술창업기업 지원에 할당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검
토할 수 있을 것임.
- 여성창업기업은 사회경험, 사업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기존 중소기업 및
남성창업기업에 비해 보다 많은 애로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창업 초기에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임.

□ 여성의 지식·기술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의 지식·기술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창업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함.

1) 2011년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 중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3.4%로 설정하였으
나, 실제 구매액은 2조 5,900억원으로 전체의 2.6%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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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별도로‘여성지식·기술창업보육
센터’
를 설치하여 창업 초기 여성 지식·기술창업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여성의 감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식·기술창업 아이디어 발
굴 및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검
증센터2) 설치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21세기 창조경제 시대로 전환되면서 1인 창조기업이 새로운 경제주체
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도 2010년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마련하
여 운영하고 있음.
- 여성들은 1인 창조기업 분야에서 보다 큰 역량을 발휘하여 기업활동을 영
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 전용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설
치, 여성에 적합한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선정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양현봉
(선임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실)

hbyang@kiet.re.kr
(02-3299-3171)

2) 미국의 경우,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기술사업화 기구로서 개념검증센터
(proof-of-concept center)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즉, 통상적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독
특하고 혁신적인 초기단계 연구에 종자자금(seed money)을 제공함과 아울러 기술사업화 자문서비스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