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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 창업, 청년창업가, 부실, 비재무요인, 창업자의 특성정보,

기업자원

학 번 : 2014-23609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실업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창

업기업의 높은 실패율로 인해 고용창출의 효과보다는 수많은 신용불

량자와 실업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

증분석하여 창업기업의 부실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상장기업에 대하여 재무

자료 중심의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한 것과 달리 창업자의 특성정

보, 경력정보, 기업의 자원정보 등 비재무요인을 중심으로 청년창업기

업을 직접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업형태, 창업지역, 창업자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유무,

동업계 종사년수, 사업장의 보유여부, 거주주택 보유여부, 상시 종업

원의 보유여부,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의 여신거래실적, 재무제표 보

유여부 등 13개 비재무요인을 사용하였다.

로지트틱회귀분석 결과, 창업지역, 창업자의 성별, 연령, 학력, 동업

계 종사년수, 사업장의 보유여부, 기업신용평가등급 등 7개의 독립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경력정보로 분류한 창업자의 학력, 동업계 종사년수가 창업기업의 부

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자금지원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자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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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30세미만 2,027 2,417 3,117 2,823 3,510 3,644 3,885

30세~39세 13,751 14,993 15,401 15,842 17,538 17,667 18,921

40세~49세 21,478 23,252 24,254 26,116 29,347 29,534 33,100

50세~59세 10,446 12,409 13,633 15,687 18,410 18,908 21,898

60세이상 3,115 3,698 3,823 4,583 5,277 5,726 6,808

기타 38 61 84 59 80 95 85

합 계 50,855 56,830 60,312 65,110 74,162 75,574 84,697

제 1 장 서론

                                 

Ⅰ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고용률(15~64세) 64.9%·실업자 120만명, 청년실업률 11.1%·비정규직 

32%, 자영업자 540만명”대한민국 고용시장의 현주소이다.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의 장기 침체는 수많은 기업들

의 부실과 실업자를 양산하였고 특히, 청년실업률의 증가는 국가의 미래

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청년인턴제, 해외취업알선 등 다양한 고용정책을 추진하였

으나, 실업률을 낮추기 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심각한 부작

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년층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2)

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청년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표 1-1 ⟩ 연령대별 신설법인수 

* 출처: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1) 파이낸셜타임즈(2015.03.30.), “작년3%대 유지하던 실업률 2월 들어 4.6%로 

급등”
2) 중소기업청(2015년) 창업지원 예산은 15,3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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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사업
부진 

행정
처분 

계절
사업 

법인
전환 

면세
포기 제적 합병 기타 

897,168 410,233 4,337 518 5,105 144 24,712 2,072 450,047

총계 (명)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5,602,091 487,333 433,908 671,413 568,189 857,971 1,340,513 1,035,779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로 인해 단순 노무직 등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

져 가고 있지만 인터넷정보기술에 능숙한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창업의 

다양한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창업은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발전, 혁신3)과 수출증

대4)등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제 창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되고 있지만 창

업기업은 태생적으로 높은 실패의 위험5)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기업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6) 

하지만, 창업 실패율의 증가는 금융기관, 투자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에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정부에게는 정책실패라는 

측면에서 국가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표 1-2⟩ 2011년도 폐업사유별 폐업자수 

* 출처: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표 1-3⟩ 2010년도 존속기간별 사업자수      

* 출처: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3) Acs,Audretsch & Feldman, 1994;Malecki 1997
4) Berman,1994; Samiee& Walters 1990
5)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따르면 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폐업시 까지 평균 존속  

   기간이 3년 4개월에 불과하다

6)Schumpeter는‘창조적파괴’라는 관점에서 기업도산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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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창업지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창업을 단순히 실업률을 낮

추기 위한 취업의 대안으로 인식하여 창업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창업생

태계를 조성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정책효과만을 바라는 일회성 자금지원

에만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취업이 어려운 젊은 청년들에

게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창업을 활성화 하고는 있지만 창업의 성공을 위

해서 창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일반적인 성공확률이 3~4%에 불과한 

현실에서 창업자는 단순히 창의적인 아이템과 정부의 자금지원만으로 성

공할 수는 없다.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특히, 실패한 창업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창업실패율을 낮추고  

창업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정부의 정책자금이 효율적으

로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기업의 부실에 관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실증분

석하여 학문적 체계를 마련한다.

기업부실예측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 

위주로 연구되어 창업기업의 부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기업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실증 분석하여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된 창업기업 부실예측에 관

한 학문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창업기업의 부실예측에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어 창업

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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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부실은 창업자, 투자자,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사

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실증 분석하여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제

공하여 창업기업의 부실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찾아내어 창업기업의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창업기업은 재무자료 등 기존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료

의 수집이 어려워 비재무정보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독립변수로 비재무정보만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 하였는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창업기업 신용평가시스템 개

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업부실예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창업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한 후, 창업기업의 부실예측에 활용될 수 있

는 변수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기업부실 예측에 

재무정보에 기초한 통계적 모형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공신경망 모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창업기업은 재무정보의 수집이 어렵고 자료의 정확

성이 매우 낮아 창업기업의 부실예측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기업이 5년 이내에 부실화되는 현실에서 창업기업

의 부실에 관한 연구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무자료 위주의 기존 선행연구와는 차별화하여 비

재무정보만을 활용하여 청년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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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기초로 연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신용보증기금7)에서 2010년도에 청년창업보증을 

지원받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 간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을 기업정보, 창업자 특성정보, 창업자 경력정보, 기업 자원정보, 기

업 신용정보로 분류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교차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 절 창업과 부실

1-1 창업의 정의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

지만 창업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의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chumpeter(1934)는 “창업이란 새롭고 보다 나은 일처리 방법의 창출을 

통해 기존의 방법을 파괴하는 창조적 파괴의 힘이다”라고 말하였다. 

즉, 창업을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혁신이며 혁신은 새로운 것

에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Vesper(1980)는 경제적 관점에서 창업을 자원, 재료, 노동과 자산을 결합

하여 과거 보다 가치 있는 조직으로 변환시켜 현재에 더 많은 수익을 창

7) 1976년 6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담보력이 미약  

   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전담하는 비통화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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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내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Drucker(1985)는 창업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의 모

든 자원을 투입하는 혁신적인 행위로 정의하였다. 

Timmons(1994)는 창업이란 창업자, 자원욕구, 기회인식 이라는 3가지 창

업요소를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는 인간의 가치창조활동이라 정

의하고 있다. 

창업에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로는 창업은 다양한 변화와 무질서의 환경

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위해 자원을 찾아 보관하고 통제하는 것을 

포괄하는 과정8)이라고 정의하였다.

조희영, 박상범(1997)은 사업가적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소집단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찾고 사업목표를 확정하여 자본, 노동력 및 관

련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백형기(1999)는 창업이란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서 창업자가 창업

아이디어와 일정한 사업목표 가지고 생산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제품생

산 등에 적합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창업을 하기 위해

서는 창업자, 창업아이디어, 생산요소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

박춘엽(2004)은 『창업학』에서 창업은 창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

본과 사업아이디어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

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법률적 의미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9)이다 

 이상 창업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

면 창업은 창업가의 역량, 자원을 바탕으로 창조적 혁신을 이루어 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8) 이석규(1997)

9)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1항, 2001년 3월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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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업자의 정의

  

 창업자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기업을 창업, 운영하는 혁신자, 선구

자, 모험가로서의 개척정신을 수행하는 개인을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창업자라 함은 중

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Hodgetts & Kurako(1998)는 창업자는 혁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창업

자 특유의 정신을 발휘하여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

척하여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개척자이자 혁신가로서 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춘엽·박영배(1998)는 창업자는 창업 아이디어의 확보,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의 수립, 실행 등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창업의 주도자이며 창업

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설립에 필요한 유형, 무형의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설립된 기업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박대섭(2004)은 훌륭한 창업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창업자가 양성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배경에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창업자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 훈련되

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3. 부실의 정의

 부실의 개념은 경제․사회적 환경과 시간에 따라 그 정도를 수치화하기 

어려워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 하고 있으며 도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부실은 기업의 수명주기에 따라 시대와 시장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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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쇠퇴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부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

게 진행되어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기업의 활동을 중

단해야하는 법률적 파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슘페터(L.Schumpeter)는 부실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창조적파괴(creative-

destruction)라고 표현하였으며 비효율적이고 관리되지 않은 기업이 완전

히 도태되어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예찬론을 주장하

였다.  

Weston과 Brigham(1977)은 기업부실화를 경제적 부실(economic failure),

기술적 지급불능(technical insolvency) 및 파산(bankruptcy) 등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기업의 부실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유사용어로는 경영부실

(business failure), 법적실패(legal failure), 지급불능(insolvency), 채무불이

행(default), 파산(bankruptcy) 등이 있다. 

채무불이행(default)은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집단간의 관계에서 발생되

는 기술적인 법적용어로서 기술적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계

약을 위반하여 법적 처리의 근거가 된 상태를 말한다. 공식적으로 채무

불이행은 기업이 정기적인 부채상환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법적실패(legal failure)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권자의 청구권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지급불능(insolvency)은 영업성과

가 악화되어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파산(bankruptcy)은 만성적인 지급불능 상태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

하여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부(-)인 상태를 말한다. 

제 2절 비재무정보 

 비재무정보(non-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란 재무제표 상에 나타

나지 않는 기업내부의 계량정보와 시장의 외부정보, 산업정보, 경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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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포함한 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성적인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

으로 사용된다.10) 

재무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창업기업의 부실예측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재무정보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비재무정보는 그 범위가 매

우 다양하며 이를 계량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창업기업의 현실에서 비재무정보

는 창업기업의 부실을 예측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석도구가 될 수 있다. 

이재식과 한재홍(1995)의 연구에서 비재무 항목을 일부만 사용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재무자료만을 사용한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기업의 부실예측

률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관한 연구에서 

도 비재무정보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앞으로도 기업부실 예측에 관한 연구에서 비재무정보를 이용한 연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여신심

사에서도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1  창업자의 특성정보

 창업자의 배경 및 경력특성은 나이, 성별, 학력 및 전공, 창업 및 경영

경험, 지식정도를 말한다. 창업자의 경력특성과 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Cooper(1994)는 기술중심 사회에서 최고 

경영자의 학력은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Berley & Norburn(1987)은 일반기업 창업자보다 벤처기업 창업자의 학력

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Carland (1984) 등은 창업자의 연령과

성격, 경험, 교육, 가족배경 등이 기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였다.

Roure & Bowman(1986)은 관련 산업에서의 근무경험과 창업팀의 완전성 

10) 김용성(2012), “비재무적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도산예측에 관한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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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무수행경험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조형래(1995)는 창업가의 경력특성과 심리특성, 행태특성 등이 벤처기업

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경력특성 중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력과 유사사업경험이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은 경영경험, 창업경험 등의 기업운영경험과 성장경험이었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기업의 성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품 관련성과 

유사사업 경험 등 관련 산업경험이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영

경험, 창업경험 등의 기업경영경험과 고성장경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장우와 장수덕(1999)은 경영자의 이전 경영경험과 창업경험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최용호 등(2003)은 최고경

영자, 전략 및 구조요인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에서 최고경영자는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밝혔으나, 최고경영

자의 이전 경험은 종업원의 행동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

된 주장을 하였다 

2-2. 기업의 자원

 

 자원기반이론에서 기업은 자원을 기초로 적절한 기회를 선택하고 능력

을 활용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존재로서 기업의 성공을 위

해서는 자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Barney(1991)는 이러한 기업자원을 ① 물적자본자원(physical capital

resources), ② 인적자본자원(human capital resources), ③ 조직적 자본자

원(organizational capital resources)등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물적자본자원이란 기업에서 사용되는 공장과 설비, 지리적 위치, 원료의 

접근성 등 물적자본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인적자본이란 기업 내의 종업

원들과 경영자의 훈련, 경험, 판단력, 지식 그리고 통찰력 등을 의미한다. 

조직적 자본자원이란 기업과 환경사이의 비공식적 관계뿐 아니라 기업의 

공식적 보고구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계획, 통제, 조정시스템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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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념이다. 

Barney는 3가지 범주로 분류한 자원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자원은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둘째, 다른 경쟁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자원은 모방하기가 어려워야만 한다. 

넷째, 이러한 가치 있는 자원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

자원이 없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원의 개념과 자원기반 이론에 따르면 자원은 가치가 

있으며 타인이 모방하기가 어렵고 전략적으로 동등하게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기업부실에 관한 연구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계량적 분석방법에서 최

근의 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 선행연구들에 앞서 기업의 부실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방법론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3-1. 기업부실 요인에 관한 연구

 

 기업부실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조직군생태학이론, 자원기반이론, 조직

수명이론, 창업자의 특성에 관한 이론 등 매우 다양하다.11) 

먼저, 조직군 생태학자들은 기업부실의 원인을 신생의 어려움12),성장의 

어려움13),진부화의 어려움14)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1) 이장우, 이성훈(2003), “벤처기업 실패요인에 관한 실증연구”(p51〜76)

12) Stinchcombe L., Arthur L.,(1965)
13)Levinthal D. A., Fichman M., Dynamics of inter-organiz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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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조직은 새로운 역할을 학습하고 실행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하며 이미 대외관계가 정립되어 있는 기존조직들과의 경쟁하기에

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Stinchcombe, 1965)

하지만, 조직군 생태학이론에서 성장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기업창업

시 보유한 자원으로 인해 사업초기의 부실률이 낮아져 기업 부실률이 역

전된 U-형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성적인 기업은 점차 환

경 적합성이 낮아 부실률이 기업연령과 함께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진부

화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조직군생태학에서 기업부실에 관한 

연구들은 기업부실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실 원인규명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자원기반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원의 개념은 가시적·물질적 자원뿐 아니

라 무형의 자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기업에 있어 경

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통칭한다. 이중 기업의 성패를 결

정하는 자원요인은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제도적·정책적 환경을 강조

하는 측면과 기업내부의 조직능력, 내부요인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기업부실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환경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은 서로 배타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 절충적 역

할을 하고 있다. 기업의 성패는 서로 다른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어

느 한 가지 요인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 측면의 모든 요인들이 복합

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경영자원에 대한 제한적인 자원의 나열을 

통해 기업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핵심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명

확하지 않았다. 자원기반이론이 주는 기업부실에 관한 시사점은 기업에 

attachments: Auditor-client relationship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33

14)Baum,A,C Liabilities of Newness, Adolescence, and obsolescence: Exploring 

age dependence in the dissolution of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nd 

organizations. Proceedings of the Administrative Science Association of the 

Administrative Science Association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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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원들에 대하여 상황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는 것이다. 경기순환론과 연계하여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에

는 외부적 환경요인이 내부적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기에 있을 때는 내부적 요인이 더욱 설명력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창업자의 특성에 관한 이론은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즉, 창업자의 연령과 학력 등 창업자의 특성정보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부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창업자의 특성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 창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지식의 

축적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현재의 창업환경

에서는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5)

또한, 창업자의 경험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은 기업부실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Keely and Knapp, 1995)가 있지만 창업자의 이

전 근무경험은 오히려 기업가 활동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연구

(Sandberg and Hofer, 1987; Starr and Bygrave,1991; Roure and keely, 

1990)도 있다. 

창업자의 특성이론은 교육수준, 경력, 가족배경과 같은 인적자원이론, 성

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모호함을 강조한 심리특성이론과 사회적 불평등 

지위의 해소 등 사회문화이론, 창업관련 네트워크를 강조한 네트워크이

론으로 분류된다.

기업의 부실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

공요인의 반대가 무조건 적으로 실패요인으로 보는 편향적인 시각에 있

다. 성공과 실패는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공요

인의 반대가 무조건적으로 실패요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장우, 이성훈, 2003)

15)  Bate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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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업부실 예측에 관한 연구 

 

 기업부실 예측에 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

다. 계량적분석방법으로는 단일변량분석방법(Un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과 판별함수(Discriminant function)을 이용한 다변량판별분석방법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로짓(Logit)분석, 프로빗(Probit)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과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귀

납적학습법(inductive learning)등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을 

이용한 방법들이 있다. 

부실예측에 관한 초창기 연구에서 통계적 기법이 활용된 것은 1966년 

Beaver가 단일 재무비율에 의한 예측능력을 분석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Altman이 단일 재무비율 분석이 아닌 다변량판별분석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을 이용하여 기존의 개별 재무비율을 종

합하여 부도예측에 사용하였다. 

Beaver(1968)는 1954년부터 1964년 사이에 부실화된 기업을 표본으로 하

여 79개 부실기업을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분류하였다. 79개 부실기업

은 각기 다른 38개 업종에 속하고 평균 자산규모는 약 600만달러였다. 

Beaver는 재무비율과 기업부실과의 관계를 은폐시킬 수 있는 요소를 통

제하기 위하여 사업과 규모를 기초로 부실기업과 이에 대응하는 정상기

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Beaver는 부실 전 5년 동안 각 연도마다 30개

의 재무비율을 계산하였고 평균값의 비교, 이분류검증, 우도비율의 분석

을 실시하여 적어도 부실 전 5년 동안의 회계자료는 기업부실을 예측하

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ltman(1968)은 재무정보를 가지고 판별력 있는 재무비율을 종합적으로 

결합시킨 판별함수 모형을 통해 기업부실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46~1965년에 파산법이 적용된 33개 부실업체와 업종 및 규

모가 비슷한 33개 존속기업을 무작위층화 추출방식을 통해 표본으로 사

용하였다. 22개의 재무비율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5개의 재무비율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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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Altman은 판별

함수를 이용하여 다수의 개별적인 재무제표를 이용한 최초의 기업부실모

형을 개발하였고 기업이 부실에 접근함에 따라 재무비율이 점차 악화된

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원 표본에 대한 다변량 모델의 예측력은 부실 2

년 전까지 비교적 정확하다는 결론을 이외의 표본을 검증하여 재확인하

였다.  

Altman의 연구는 다변량판별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재무비율을 과학적으

로 종합하였고 연구방법상 여러 가지 검증표본을 도입하여 모델의 예측

력을 철저하게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Ohlson은 1970년에서 1976년 사이에 파산한 기업중 105개 기업을 표본

으로 2,085개를 정상기업으로 선정하여 로짓(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짓분석은 설명변수들의 정규분포를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인 

선형회귀식의 추정에 비해 관찰치가 모수추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부실예측모형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Ohlson의 로짓모형은 모두 9개의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부실을 예측하였

는데 이중 기업규모, 총부채/총자산, 운전자본/총자산, 자본잠식더미변수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Oholson의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이나 다변량판별분석을 사용하여 부실예

측모형을 만들었으나, 확률모형인 Logit모형을 이용하였다.

둘째, 표본기업의 선정에 있어 기존 쌍대표본 방식의 추출에 의한 방법

에 비해 그 표본의 수가 훨씬 많아 실증연구에 있어서 검증력 향상에 공

헌하였다.16) 

zavgren(1985)은 1972년부터 1978년에 부실화된 45개의 부실기업과 업종

과 규모가 비슷한 정상기업 45개사를 표본으로 부실 5년전부터 1년전 까

지 5개 년도를 단일예측모형에 의한 로짓분석을 하여 총부채/총자산은 

전체모형에서 재고자산/매출액은 부실 3년전부터 5년전의 모형에서, 당

16) 박종암,홍용식(2001) “기업부실 예측지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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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자산/유동부채는 부실 1년전부터 3년전까지의 모형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Falkenstein 등 (2000)17)은 Moody’s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실기업 

1,621개사, 정상기업 23,089개사의 비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로짓

분석을 통해 부실예측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재무비율

중 최종적으로 설명변수에 포함된 변수는 총자산/CPI, 재고자산/매출원

가, 총부채/총자산, 순이익증가율, 순이익/총자산, 당좌비율, 이익잉여금/

총자산, 이자보상배율 등 10개로 나타났다

부실예측과 관련된 국내연구로는 남주하(1998)가 1997년부터 1998년 부

실화된 47개 기업과 정상기업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35개의 재무비율을 

선정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금융비용부담률, 부채상환

개수, 매출채권회전률 등 3가지 비율만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부실기업에 대한 예측력은 78.7%, 정상기업의 경우 70.2% 였다.

신동령(2005년)18)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실화된 63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179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적 특징을 분석하고 부실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로짓분석을 통한 확인 표본에 대한 예측정확도는 전체기업 

84.6%, 상장기업 95.2%, 비상장기업 81.7%를 나타내었다. 

박희정·강호정19)은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

해 부실예측모형을 개발하였고 부실 1년 전으로 갈수록 예측력이 상승하

여 90.9%의 예측정확도를 보였다. 

이후 기업의 부실예측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

며 초기 통계적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공신경망(Artficial 

Neural Networks)등의 인공지능기법을 이용한 부도예측모델이 많이 활용

17) Falkenstein, E., A. V. Carty.(2000) “RiskCalcTM for Private Companies: 

Moody’s Default Model”
18) 신동령(2005)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징과 부실예측에 관한 연구” 회계정

보연구 제3권,제2호
19) 박희정,강호정(2009)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한 코스닥기업의 부실예측모

형 연구” (한국콘텐츠확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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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정량적인 재무정보는 객관적이고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으며 

정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조작가능성이 높고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정성적인 비재무정보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비재무정보를 활용한 국내연구로는 허영빈(1996)이 기업의 부실예측에 

있어 적시성 있는 정보수집의 중요성 및 실무적으로 신용평가를 함에 있

어 비재무정보 수집의 유용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61개의 부실기업과 

164개의 정상기업을 표본으로 로짓분석을 하였고 높은 예측률을 보였다

고 주장하였다. 

조지호(1997)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본

시장의 위험, 주식수익률 등의 정보가 부실을 판단하는데 유용한지를  

연구하였다. 비체계적 위험이 부실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유용하며, 

오히려 체계적위험이나 주가수익률 등이 유용성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정문종(2003)은 비재무정보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

였고 비재무정보가 경영성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은 미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손은호(2007)는 재무적 경영성과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대해 연구하였

는데, 그 결과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재무적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비재

무적 경영성과도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비재무적 경영성과에는 신뢰성분

석, 상품의 품질분석, 직원의 직무 만족도가 특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유석 외(2008)는 IMF이후에 부실화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실에 대

한 연구를 하였으며, 부실예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장회사 중 동일한 

업종인 제조업으로 한정하여 모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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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의 한계점

 

 기업의 부실을 예측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기업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첫째, 표본기업의 수가 적고 대부분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부실기업의 표본의 수가 적고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인해 주로 상장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99%20)이상인 국내 상황을 감안시 상장기업의 결과를 영세한 

창업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둘째,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재무정보의 객관성으로 인해 재무자료만을 

변수로 선정하여 부실예측모형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과거의 정보인 재무자료를 현재에 적용

하기는 어려우며 업종별로 상이한 재무제표 작성방식과 분식회계의 위험

성은 모형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통계적 문제점

도 존재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창업기업의 경우 대부분 

재무자료가 없어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부실에 대하여 연구하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셋째, 표본의 추출과정에서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업, 도소매업 등 

특정 산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경영환경변화로 인해 과거

와 달리 창업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서비스

업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업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재에 

일부 업종만을 연구한 결과를 모든 업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20) 중소기업 통계시스템상 사업체수 : 중소기업(99.9% 3,415,863개),

대기업(0.1%, 3,130개), 2015년 4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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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기존 선행연구는 창업기업의 부실과 관련된 비재무요인 중 창업

자의 성취동기, 역량 등에 관한 구제척인 자료를 얻기 어려워 대부분의 

연구에서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표본의 추출방식에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을 지원받

은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수가 많고 자료의 신뢰성이 높

다. 또한, 표본기업들이 청년창업보증의 보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기업

규모가 소기업으로 한정되며 업종분포가 다양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기업규모가 있는 상장기업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던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청년창업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창

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일반기업과 창업기업은 부실률에 차이가 있으며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능

력에도 분명한 차이가 발생하여 이들을 동일선상에서 분석하는 것은 의

미가 없다. 과거 선행연구에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부실예

측모형을 창업기업에 적용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과거 재무자료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창업자의 특성과 경력 및 

기업자원 등 비재무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창업기업의 부실에 관한 선행연구가 기업가 정신 및 성취동기 등 창업자

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방식으로 연구되었던 것은 창업기업으로 

부터 재무자료 등 연구에 사용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특성과 경력 등에 관한 객

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기존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의 

전통적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자료 중심의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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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제 1절 연구모형 및 가설

1-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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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가설 

가설 1. 창업기업의 기업정보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1-1 기업의 형태(개인,법인)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1-2 창업지역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창업자의 특성정보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2-1 창업자의 성별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2-2 창업자의 연령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2-3 창업자의 결혼유무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창업자의 경력정보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3-1 창업자의 학력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3-2 창업자의 동업계 종사년수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기업의 자원정보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4-1 사업장의 보유여부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4-2 거주주택의 보유여부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4-3 상시종업원의 보유여부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기업의 신용정보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5-1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5-2 기업의 여신거래실적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5-3 기업의 재무제표 보유여부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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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의 수집 및 변수의 정의

2-1. 자료의 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료를 바탕

으로 2010년도에 청년창업보증21)을 지원받은 창업기업 중 2014년 12월말

을 기준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자료의 수집대상을 청년창업보증을 받은 창업기업으로 한정한 것은 청년

창업기업들 대부분이 개업 1년 이내의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재무자료의 

수집이 어렵고 기업의 규모와 외부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자연스럽게 통

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표본기업의 선정 및 특성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장기업을 대상

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의 수가 적었고 독립변수로 재무자료만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재무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연구결과를 적용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표본기업의 수가 9,919개로 선행연구에 비

해 그 수가 훨씬 증가하였고 창업 3년 이내의 소규모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기업규모가 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독립변수로 창업자의 특성 및 경력정보, 기업의 자원정보 등 비재

21) 청년층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지원하는 보증상품. 대상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 까지의 기간

이 3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1)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2)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신보에서 정한 최소한의 일정등급 이

상인 기업, 3)사업을 개시하는 업종이 정하는 보증제한, 보증취급유의 업종 또는 

음․숙박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총보증한도 3억원, 운전자금보증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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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기간 업체수 퍼센트 누적퍼센트

1년미만 350 12.9 12.9

1년이상 2년미만 888 32.6 45.5

2년이상 3년미만 773 28.4 73.9

3년이상 4년미만 525 19.3 93.2

4년이상 5년미만 184 6.8 100.0

합계 2,720 100.0 　

무요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재무자료 위주의 선행연구와 차

별화 된다. 

 연구의 대상인 표본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표본기업의 수는 9,919개, 정상기업 7,199개(72.6%), 부실기업 2,720  

개(27.4%)로 표본의 수가 선행연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부실기업의 수가 전체 표본중 27.4%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부실이 4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부실업체를 기간별로 분류하면 

⟨표 3-1⟩과 같다.

창업 후 부실발생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기업이 32.6%로 부실률이 

가장 높아 조직군생태학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원효과는 창업후 1년이 경

과하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부실발생기간22) 

 창업기업의 기업형태를 보면 개인기업이 전체 표본의 90.9%를 차지하

여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이 개인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개인기업의 설립 절차가 법인기업에 비해 용이하여 창

업이 활발하게 이루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부실발생기간은 보증취급(2010년) 이후 부실처리 되기까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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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소계

표본기업수 9,018(90.9%) 901(27.4%) 9,919

업종명 표본기업수 비율

건설업 604 6.1%
교육서비스업 452 4.6%

농업·임업 및 어업 13 0.1
도매 및 소매업 5,401 54.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1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86 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31 1.3%
숙박 및 음식점업 24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0 2.1%
운수업 609 6.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0.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56 3.6%

제조업 1,250 12.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7 2.3%

하수,폐기물처리,원재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 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73 3.8%

총 계 9,919 100%

〈표 3-2 〉표본기업의 형태

 표본 기업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도소매업의 비중이 54.5%로 가장 많고 제조업 비중이 12.6%에 불과하여 

제조업이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제상황의 변화를 알 수 있

다. 이외 건설업 6.1%, 운수업 6.1%, 교육서비스업 4.6% 등의 순으로 분

포하고 있다. 

〈표3-3〉업종별 분포

  

일부 선행연구에서 설립기간이 오래된 기업이 학습효과와 경험의 축적으

로 인해 부실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기업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이 60.7%, 2년 미만인 기업이 85.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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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기간 표본기업수 비율 누적비율

1년미만 6,025 60.7% 60.7%
1년이상 2년미만 2,483 25% 85.7%
2년이상 3년미만 1,411 14.3% 100%

9,919 100,0%

구분 남자 여자 소계

표본기업수 7,993(80.6%) 1,926(19.4%) 9,919

구분 미혼 기혼 소계

표본기업수 3,532(35.6%) 6,387(64.4%) 9,919

기업의 업력이 부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에는 설립기간이 너무 

짧아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창업 1년 미만의 기

업에 보증수요가 집중된 것은 창업초기 운영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

을 보여주고 있다. 

 

〈표3-4〉표본기업의 설립기간

 대표자의 성별은 남자가 80.6%, 여성창업자가 19.4%이며 과거에 비해 

여성 창업자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가족관계는 기혼, 미혼으로 구

분하여 결혼이 기업부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혼유무를 변수로 선정한 것은 기혼인 창업자가 미혼인 창업자에 비해 

책임감 등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부실률이 낮을 것이라는 통설이 결혼시

기가 점점 늦어지고 1인 세대주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에도 적용가능한지

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표3-5〉창업자 성별 및 결혼유무

창업자의 연령은 청년창업보증의 자격요건23) 으로 인해 20세에서 39세로 

분포하고 있으며 30대 (75.3%)가 창업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대 창업기업 또한 24.7%, 이중 25세미만 창업자 비중이 5.1%로 젊은 

23) 청년창업보증의 지원대상은 만 20세이상 40세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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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종업원 수 표본기업 수 비율 누적비율

 0  5,436 55.1% 55.1%
1명 ~ 5명  4,057 40.9% 96%
5명 ~ 10명  280 2.8% 98.8%
10명이상  146 1.2% 100%

총계  9,919 100%

창업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 연령별 분포

 상시종업원이 없는 1인 창조기업이 55.1% 이며 종업원수가 5명이하인 

소규모 기업이 전체 표본중 96%에 해당하여 기업자원인 종업원이 부실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보유하고 경우와 없는 경우

로 분류하였다.

〈표3-6〉상시종업원수



- 27 -

 학력 표본기업 수 비율 누적비율

중졸이하  128 1.3% 1.3%
고등학교  3,869 39% 40.3%

전문대학교  2,033 20.5% 60.8%
대학교  3,616 36.5% 97.3%
대학원  273 2.7% 100%
총 계 9,919 100%

동업계종사기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년미만 2,051 20.7 20.7

1 ~ 5년 4,216 42.5 63.2

6년 ~ 10년 2,671 26.9 90.1

11년 ~ 15년 847 8.5 98.6

16년 ~ 19년 134 1.4 100.0

총계 9,919 100.0 　

 동업계 종사년수는 창업자의 경력정보로서 동업계 근무경험이 기업부실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3-7〉창업자의 동업계 종사기간

 창업자의 학력은 59.7%가 전문대학교 이상으로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

기준으로 고등학교졸업(40.3%)과 전문대학교 졸업(59.7%) 이상으로 변수

를 분류하였다. 

〈표3-8⟩창업자의 학력

 창업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53.4%가 집중되어 있

어 창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은 경남권 

12.8%, 경북권 10.8%, 호남권 9.1%, 충청권 8.3%로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역이 부실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

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였다. 



- 28 -

구분 표본기업 수 비율

강원도 282 2.8%

경기도 2,282 23.0%

경상남도 634 6.4%

경상북도 503 5.1%

광주광역시 333 3.4%

대구광역시 563 5.7%

대전광역시 268 2.7%

부산광역시 633 6.4%

서울특별시 2,408 24.3%

세종특별자치시 9 0.1%

울산광역시 97 1.0%

인천광역시 604 6.1%

전라남도 231 2.3%

전라북도 340 3.4%

제주특별자치도 182 1.8%

충청남도 300 3.0%

충청북도 250 2.5%

총  계 9,919 100%

⟨표 3-9〉표본기업의 지역분류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보증기금의 창업기업신용평가(SBSS)상의 등급

으로 계량비재무모형과 순수비재무모형을 결합하여 산출된 것으로 SB1

등급에서 SB10 등급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중간등급인 SB5에 

해당하는 기업이 31.7%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등급을 변수에 포함한 것은 신용평가등급이 부

실을 예측하는 판별력을 분석하여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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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표본기업수 비율 누적비율

SB1 314 3.2% 3.2%

SB2 344 3.4% 6.6%

SB3 462 4.7% 11.3%

SB4 540 5.4% 16.7%

SB5 3,140 31.7% 48.4%

SB6 1,584 16.0% 64.4%

SB7 1,266 12.7% 77.1%

SB8 1,277 12.9% 90.0%

SB9 939 9.5% 99.5%

SB10 53 0.5% 100.0%

총 계 9,919 100%

〈표3-10〉기업신용평가등급 (SBSS)

2-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부실 

 부실은 정상기업군과 부실기업군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이항변수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실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의 관점이나 

이용분야에 따라 학자들 마다 다양하여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공

통적으로 수익성의 악화, 부채과다로 인한 지급불능, 법률적 파산의 상

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의 부실관리요령 

⟨표 3-11⟩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부실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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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실사유) ① “부실사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보증부대출의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  

한 때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3. 보증부대출의 원금을 1개월 이하의 간격으로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분할상환원금 또는 이자

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2월이 지난 때

4. 보증부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한 때

5. 채무자가 무역어음의 지급기일까지 그 상환대금을 적립하지 아니

하여 인수인이 무역어음금을 대신 지급한 때

6. 보증부 시설대여의 리스료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지난 때

7. 채권자가 보증부대출(지급보증 포함)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8. 채권자가 보증부시설대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

시킨 때

9.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10. 채무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

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이하 “신용관리정보”라 한다)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11.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전문경영인 제외), 개인기업

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

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른 신용관리정보(관련인정보 포함)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1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12.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13. 신용보증채무의 어느 하나라도 변제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보증

채무이행을 청구한 때

⟨표 3-11⟩ 신용보증기금 부실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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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이 계속하여 3개월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실을 안 때

15. 주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

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이 있음을 안 때

16. 신용보증약정서의 <보증료 등 납부>, <자금용도 준수의무>, <담

보> 조항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

가 어렵다고 인정한 때

17.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고의로 위․변조 또는 허위자료를 기금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18.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영업점장(창조금융센터장,

재기지원단장, 재기지원센터장, 채권관리단장, 채권관리센터장, 기

업구조조정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실처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 제1호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포함한다.

1.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

2. 당좌대출이 회전기한 만료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때

③ 제1항 제2호의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

한 때”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전액 정리하고 약정이자의 일부라도 

납입된 경우에 부실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며, 연체이자만을 계속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연체발생일을 부실사유발생일로 본다.

④ 제1항 제11호의 신용관리정보(관련인정보 제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가계자금 대출의 연체 또는 개인 

재산세 체납 등과 같이 기업의 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 

채무액이 영업규모 등에 비하여 소액으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일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착오 

인식 등과 같이 가벼운 사유로 말미암아 등록된 경우로서 조속한 

기간 내에 해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실사유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부실통지를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용관리정보(해제등록 제외) 등록금액의 합계액이 1,500만원(또는 

상당액) 미만인 때 



- 32 -

2. 법령 또는 금융거래 규약 위반 등으로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때

⑤ 제1항 제11호의 신용관리정보 중 “관련인정보” 및 제12호의 신

용관리정보(관련인정보 포함)의 등록 원인이 기업의 경영과 직접 관

련이 없어 연쇄도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실사유

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17호의 부실사유가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

련 채무액이 영업규모에 비하여 소액으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실사유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⑦ 2이상의 부실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된 부실사

유발생일로부터 부실기업으로 본다.

나. 청년창업가 

 청년의 사전적인 개념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층 성장하거나 무르익어

가는 나이의 사람을 뜻한다. 청년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20대와 30대에 

걸치는 시기를 말하고 청녀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한다. 그러나 군복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 처해있는 우

리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대에서 30대까지를 청년으로 하여 각종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김종하 2009)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

보증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만 20세이상 40세미만의 나이에 있는 창

업자를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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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요인을 중심으로 

변수의 특성에 따라 기업정보, 창업자 특성정보, 창업자 경력정보, 기업 

자원정보, 기업 신용정보로 분류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세분화 하

였다. 

 첫째, 기업정보로 사용된 변수인 기업형태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창업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창업자의 특성정보인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결혼유무는 미혼과 

기혼으로 분류하였고 연령은 20세에서 39세까지 연속형 변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창업자의 경력정보는 동업계 종사년수를 연속형 변수로 분류하였

고 창업자의 학력은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고등학교졸업 이하와 전문대학

교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기업의 자원정보는 물적 자원인 사업장과 거주주택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임차와 자가로 분류하였다.

인적자원인 종업원의 보유여부는 종업원을 보유하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의 비중이 55.1%나 되어 상시종업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류하

였다.

 다섯째, 기업신용정보인 신용평가등급은 1등급에서 10급까지 연속형 변

수로 분류하였고 여신거래실적은 대출실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재무제표의 보유여부 또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상의 기준으로 분류된 독립변수를 정리하면  <표 3-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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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독립변수의 분류

기업정보

X1 기업형태
개인 법인

0 1

X2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0 1

창업자

특성정보

X3 성별
남자 여자

0 1

X4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40세미만 

X5 결혼유무
미혼 기혼

0 1

창업자

경력정보

X6 동업계 종사년수 0년 ~ 19년

X7 학력
고등학교졸업 전문대졸이상

0 1

기업자원정보

X8 사업장보유여부
임차 자가

0 1

X9 거주주택보유여부
임차 자가

0 1

X10 종업원보유여부
無 有
0 1

기업신용정보

X11 신용평가등급 SB1등급~ SB10등급

X12 여신거래실적
無 有
0 1

X13 재무제표보유여부
無 有
0 1

<표 3-12> 독립변수



- 35 -

제 3절 연구방법론

3-1 분석방법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독립

변수인 비재무정보를 교차분석을 통해 부실기업과 정상기업과의 차이를 

분석한 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들이 창업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차분석을 하는 목적은 창업기업 부실률에 있어 차이가 발

생한 변수인 창업자의 연령, 학력, 동업계 종사년수, 사업장 및 거주주택

의 보유여부, 신용평가등급 등의 독립변수가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

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고 다른 결과를 나타낸 

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로지스틱회귀분석)

 창업기업의 부실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0과 1값을 갖는 모형에서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모형으로 독립변수들의 값이 정해졌을 때 관찰치가 특정집

단에 속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은 기존의 판별분석

과는 달리 독립변수들의 정규분포를 따를 것, 각 집단의 공분산성 등 까

다로운 통계적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징24)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정된 회귀계수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과 적합성을 검증 할 수 

있으며 로짓함수의 분포가 비선형 S자로 분포의 중간부분에서 독립변수

의 변화에 대하여 부실화될 확률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장점을 갖고 있어 

기업 부실예측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25) 

24) Jones(1987)



- 36 -

 로지스틱회귀분석의 모형은 식(1-1)과 같이 구성된다.  

  Pr(Z)= 1/❲1 + e-z❳                                 (식 1-1)

  단, Z =            

 Pr(Z)는 특정기업이 부실화될 확률이며  , ... ,  는 모형에 포함될 

설명변수를 나타내고 와  , ... , 는 추정될 로지스틱회귀분석의 절

편과 회귀계수의 집합이다. 이모형에서 부실기업은 Z=1, 정상기업은 Z=0

을 부여하고 설명변수에는 창업자의 특성정보와 기업 자원정보 등 비재

무요인을 투입하여 추정하게 된다.26)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는 Model CHi-square, -2Log 

Likelihood Ratio(-2LL), Negelkerke R2 등으로 측정한다.27)

변수로 선정된 비재무요인중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중 후향변수

제거법을 사용하였고 실행방법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후향변수제거법(backward elimination)은 모든 설명변수를 사용하여 반응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들을 모형에서 차례로 제거하

여 더 이상 제거할 변수가 없을 경우 남아있는 변수들로 이산반응회귀모

형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25) Platt,H.D., M.B.Platt, and J.G. Pedersen. 1994, “Bankruptcy Discrimination 

with Real Variable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21(4).June
26) 문종규, 하규수 (2014)
27) 신동령(2005), “부실기업의 재무적 특징과 부실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회

계정보연구] 제23권 제2호 pp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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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증분석

제 1절 교차분석결과

 기업정보인 기업형태는 개인기업의 부실률(27.7%)이 법인기업의 부실률

(24.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개인기업의 

무한책임성으로 인해 유한책임인 법인기업에 비해 기업 부실률이 낮다는 

결과와 상반된다. 

창업기업의 설립지역은 수도권(29.3%)에 비해 비수도권(25.8%)의 창업기

업의 부실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특성정보인 성별은 여성 창업자가 남성 창업자에 비해 1.9%로 

낮아 그 차이가 크지 않으나, 연령별 부실률은 20대(32.2%)가 30대(25.9%)

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미혼(31.8%)인 창업자가 기혼(25.0%)인 창업자

에 비해 기업 부실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경력특성인 학력은 전문대졸이상(24.4%)인 창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이하(31.8%)인 창업자에 비해 부실률이 훨씬 낮다. 

기업자원 변수인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18.1%)이 임차(27.7%)인 기업에 

비하여 부실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주택의 경우에

도 자가(20.9%)인 경우가 임차(31.1%)인 경우에 비해 기업 부실률이 낮아 

물적자원이 부실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신용정보인 여신거래실적과 관련해서는 대출실적이 있는 기업

(25.1%)이 대출실적이 없는 기업(28.1%)에 비해 부실률이 낮아 기업의 여

신관리 능력이 기업 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무제표

를 보유한 기업(22.4%)은 그렇지 못한 기업(28.1%)에 비해 부실률이 5.7%

로 낮은 결과를 보였고 창업자의 동업계 종사기간과 신용평가등급이 증

가할수록 기업의 부실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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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여부
총계

정상 부실

기업형태
개인 6,521(72.3%) 2,497(27.7%) 9,018

법인 678(75.2%) 223(24.8%) 901

지역
수도권 3,250(70.7%) 1,347(29.3%) 4,597

비수도권 3,949(74.2%) 1,373(25.8%) 5,322

성별
남자 5,772(72.2%) 2,221(27.8%) 7,993

여자 1,427(74.1%) 499(25.9%) 1,926

연령
20대 1,661(67.8%) 789(32.2%) 2,450

30대 5,538(74.1%) 1,931(25.9%) 7,469

결혼유무
미혼 2,408(68.2%) 1,124(31.8%) 3,532

기혼 4,791(75.0%) 1,596(25.0%) 6,387

학력
고졸이하 2,724(68.2%) 1,273(31.8%) 3,997

전문대졸이상 4,475(75.6%) 1,447(24.4%) 5,922

사업장
임차 6,928(72.3%) 2,660(27.7%) 9,588

자가 271(81.9%) 60(18.1%) 331

주택
임차 4,354(68.9%) 1,968(31.1%) 6,322

자가 2,845(79.1%) 752(20.9%) 3,597

종업원
無 3,888(71.1%) 1,578(28.9%) 5,466

有 3,311(74.4%) 1,142(25.6%) 4,453

여신거래실적
無 5,517(71.9%) 2,157(28.1%) 7,674

有 1,682(74.9%) 563(25.1%) 2,245

재무제표
無 6,285(71.9%) 2,456(28.1%) 8,741

有 914(77.6%) 264(22.4%) 1,178

⟨표 4-1⟩교차분석 (범주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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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등급

등급 정상 부실 총계

SB1 278(88.5%) 36(11.5%) 314

SB2 295(85.8%) 49(14.2%) 344

SB3 386(83.5%) 76(16.5%) 462

SB4 453(83.5%) 87(16.5%) 540

SB5 2,473(78.8%) 667(21.2%) 3,140

SB6 1,130(71.3%) 454(28.7%) 1,584

SB7 864(68.2%) 402(31.8%) 1,266

SB8 784(61.4%) 493(38.6%) 1,277

SB9 507(54.0%) 432(46.0%) 939

SB10 29(54.7%) 24(45.3%) 53

7,199(72.6%) 2,720(27.4%) 9,919

동업계

종사년수

근무년수 정상 부실 총계

1년미만 1,389(67.7%) 662(32.3%) 2,051

1년 ~ 5년 2,994(71.0%) 1,222(29.0%) 4,216

5년 ~ 10년 2,037(76.3%) 634(23.7%) 2,671

11년 ~ 15년 671(79.2%) 176(20.8%) 847

16년 ~ 19년 108(80.6%) 26(19.4%) 134

7,199(72.6%) 2,720(27.4%)) 9,919

⟨표 4-2⟩교차분석 (기업신용평가등급)

⟨표 4-3⟩교차분석 (동업계 근무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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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2-1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오즈비(Odds Ratio)는 교차비로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며 종속

변수는 부실화될 위험이 몇 배 증가하였는지를 의미한다. 

즉, 모든 독립변수가 일정할 때 해당 변수의 값이 1증가할 때 종속변수

(기업부실)가 발생할 확률의 비율을 의미한다. 

오즈비가 1보다 크면 해당 변수가 기업부실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오즈비가 1보다 작으면 기업부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8) 

        


                    (식 2-1)

 * P : 부도기업 미래추정확률     1- P = 정상기업 미래추정확률

독립변수로 선택된 13개 변수 창업자의 연령 등 7개의 변수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내었고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log


  ×연령  ×창업지역×사업장보유여부
×성별×학력×동업계근무년수
×기업신용평가등급

28) 김상봉, Philip Ji, 고정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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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Wald df sig Exp(B)

6단계

연령 -.016 .006 6.315 1 .012 .985

창업지역 -.262 .047 31.323 1 .000 .770

사업장
보유여부

-.321 .150 4.600 1 .032 .726

성별 -.122 .060 4.107 1 .043 .885

학력 -.374 .047 62.026 1 .000 .688

동업계 
종사년수

-.033 .006 29.208 1 .000 .967

거주주택
보유여부

-.105 .056 3.554 1 .059 .900

기업신용
평가등급

.228 .014 270.952 1 .000 1.256

상수 -1.284 .221 33.920 1 .000 .277

모형의 카이제곱(자유도),유의확률 582.910(8),  .000

Hosmer-Lemeshow검정의 카이제곱(자유도),
유의확률  12.780(8),  .120

로지스틱회귀분석 회귀계수 추정치는 (표4-4)와 같다. 

⟨표 4-4⟩로지스틱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유의한 변수들로 나타난 독립변수들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창업자의 연령)

 창업자의 연령이 1살 증가 할수록 부실기업이 될 승비(odds ratio)는 0.985

배 감소한다. 즉, 나이가 1살 증가 할수록 부실화 될 퍼센트 확률이 

1.5%* ⃰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퍼센트 확률 100⨉(0.985-1)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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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특성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

업이 부실화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으며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

어와 신기술의 중요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연령이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 결과도 있다.(Hall,1994)

하지만 본 연구에서 표본이 된 창업기업들은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일반 창업기업들로 창업자의 연령이 증가 할수록 사회경험과 관련 업종

에 대한 지식의 축적으로 인해 기업이 부실화 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사업장보유여부)

 사업장을 보유한 창업기업은 임차인 기업에 비해 부실화 될 퍼센트확률

이 27.4%〚100⨉(0.726-1)〛로 낮아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

었다. 사업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부실률이 낮다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

고 있는 자원에 따라 경쟁우위가 정하여 지며 이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

은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자원기반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업의 물적자원은 창업초기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업여신 심사 

시 추가 담보로 활용되어 기업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중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은 전체 표본 중 3.3%(331개사)에 불과하여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업지역) 

 독립변수인 창업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부실화 될 퍼센트 확

률이 23%〚100⨉(0.770-1)〛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차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기업의 부실

률이 높았으나,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창업

기업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감안시 수도권의 경쟁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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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에 비해 높기 때문에 환경변수인 기업간 경쟁강도29)가 창업기업

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창업지역과 다른 비재무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기업들이 수도권 기업에 비해 사업장 및 거주주택을 소

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초

기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가 창업기업의 부실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자의 성별)

 창업자의 성별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서 여

성이 남성에 비해 부실화 될 퍼센트 확률이 11.5%〚100⨉(0.885-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성과에 있

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으며 기업신용평가 

시에도 변수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Sexton과 Bowman(1990)의 연

구에서 여성 기업가가 남성 기업가에 비해 위험감수성향이 낮고 안정성

을 추구한다는 결과를 통해 추론해 보면 여성의 섬세함과 안정성을 추구

하는 경향이 남성에 비해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기업 부실률을 낮추는 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의 학력)  

 선행연구에서도 기업의 부실과 창업자의 학력에 대하여 일치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창업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존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

(Bates, 1990)도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연구결과(Lussier,1995)도 있다.

본 연구에서 창업자의 학력은 전문대졸이상인 창업자가 고등학교만 졸업

한 창업자에 비해 부실화될 퍼센트 확률이 33.2%〚100⨉(0.668-1)〛로 낮

아 독립변수들 중 기업 부실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9) Agarwal(1998) 경쟁강도가 높을 수록 기업 생존율이 낮아진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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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 높은 창업자 일수록 성취욕구가 강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많아, 학력이 기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기업의 부실과 관련하여 학력의 중요성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변화에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일회성의 

자금지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창업과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업계 종사년수)

 창업자의 경험은 업종경험, 경영경험 및 산업경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고 기업생존에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창업자의 동업계 종사년수는 업종경험으로 창업자의 동업계 

종사년수가 1년 증가할수록 기업이 부실화될 퍼센트 확률이 3.3%

〚100⨉(0.967-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동업종의 근무경험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능력과 상황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업 부실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학

생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동업계 종사경험이 기업경영에 있어 소중한 자

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신용평가등급)

 오희장(2005)은 기업부실예측에 있어 신용등급정보의 유용성에 대하여 

분석하여 신용등급이 기업부실 예측에 있어 매우 높은 판별력30)을 보였

다. 연구결과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개발하여 사용중인 창업기업평가시

스템(SBSS)의 신용등급이 1등급 하락할수록 기업이 부실화될 확률이 

25.6%〚100⨉(1.256-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등급이 기업부실

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수이며 창업기업평가시스템이 신용보증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30) 자체판별력 94.07%, 검증표본 97.54%의 높은 기업 부실예측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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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창업자

의 연령, 성별, 학력, 동업계 종사년수, 창업지역, 사업장보유여부,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창업자의 경력정보인 학력과 동업계 종사년수는 모

두 창업기업의 부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포함되었으나, 기업

의 자원정보로 분류된 변수 중 사업장의 소유여부만이 유의한 변수로 선

정되어 기업의 자원에 비해 창업자의 경력정보 즉, 창업자의 역량과 관

련된 변수가 기업의 부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각된 변수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기업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선택되지 못하였지만 

일부 선행연구와 통설에 의하면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비해 부실률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개인기업의 무한책임성을 원인

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법인이 부실화될 경우 대표이사도 함께 연대채무

를 부담하는 국내 현실을 감안시 주장의 논리가 약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표본의 교차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법인기업의 부실률

(24.8%)이 개인기업(27.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의견과 상

반되나, 법인기업의 표본수가 9.1%에 불과하여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거주주택의 보유여부는 유의수준 0.05에서는 기각되었으나 유의수준 0.1

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주택을 보유한 창업자의 부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통적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거주주택의 보유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주택의 전세금과 주택가

격의 차이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거주주택이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

보로 활용되는 자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업자의 결혼유무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기혼인 

창업자가 미혼인 창업자에 비해 책임감이 강하다는 속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또한, 기업의 신용정보로 활용한 기업여신거래실적과 재무제표

의 보유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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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번호
가  설

채택

여부

1-1 기업의 형태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1-2 창업지역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2-1 창업자의 성별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2-2 창업자의 연령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2-3 창업자의 결혼유무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3-1 창업자의 학력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3-2
창업자의 동업계 종사년수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4-1 사업장의 보유여부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4-2 거주주택의 보유여부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4-3
상시종업원의 보유여부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5-1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채택

5-2 기업의 여신거래실적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5-3
기업의 재무제표 보유여부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친다
기각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연구가설의 채택여부를  요약하면 ⟨표4-5⟩와 같다. 

⟨표 4-5⟩연구가설의 채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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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Wald df sig Exp(B)

10
단계

지역 -.353 .090 15.373 1 .000 .702

학력 -.455 .092 24.660 1 .000 .635

기업신용
평가등급

.243 .026 88.203 1 .000 1.275

상수 -1.804 .185 94.794 1 .000 .165

모형의 카이제곱(자유도),유의확률 134.943(4),  .000

Hosmer-Lemeshow검정의 카이제곱(자유도)
,유의확률 5.238(8),    .732

2-2. 세대별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전체모형에 사용된 13개의 독립변수가 20대와 30대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을 경우 창업기업의 부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 분

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20대와 30대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20대) 

20대의 경우 모형에 포함된 13개 독립변수중 지역과 대표자 학력, 기업

신용평가등급만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 높으면 창업기업의 부실화될 퍼센트확률이 36.5% 

〚100⨉(0.635-1)〛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젊은 창업자에게는 

기업자원, 기업신용정보 등의 다른 변수들에 비해 창업자의 경력특성인 

학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표 4-6⟩20대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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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E. Wald df sig Exp(B)

10
단계

지역 -.232 .055 17.813 1 .000 .793

사업장
보유여부

-.442 .174 6.435 1 .011 .642

학력 -.343 .056 37.286 1 .000 .710

동업계
종사년수

-.035 .006 29.602 1 .000 .965

기업신용
평가등급

.234 .016 204.289 1 .000 1.263

상수 -1.899 .134 199.735 1 .000 .150

모형의 카이제곱(자유도),유의확률 424.737(9),  .000

Hosmer-Lemeshow검정의 카이제곱(자유도)
,유의확률 8.510(8),    .385

(30대)

30대 창업자를 분석한 결과, 창업지역, 사업장보유여부, 학력, 동업계 근

무년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로 나타났다. 즉,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장 보유기업, 전문대이상의 학력

을 가진 창업자, 동업계 종사년수가 증가 할수록 창업기업이 부실화 될 

확률이 낮아지고 기업신용등급의 경우에는 1단계 하락할수록 창업기업이 

부실화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세대별 연구결과, 30대 창업자는 20대 창업자에 비해 다양한 요인이 기

업부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자원변수인 사업장 보유여부는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가 임차

인 경우에 비해 35.8%〚100*(0.642-1)〛낮은 것으로 나타나 30대 창업자

에게는 다른 변수에 비해 기업자원이 기업 부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30대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 49 -

생존기간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1년미만 104 3.8 3.8

1이상 2년미만 550 20.2 24.0

2년이상 3년미만 746 27.5 51.5

3년이상 4년미만 642 23.6 75.1

4년이상 5년미만 421 15.5 90.6

5년이상 6년미만 186 6.8 97.4

6년이상 7년미만 63 2.3 99.7

7년이상 8 0.3 100.0

총계 2,720 100.0 　

제3절 부실기업의 생존기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

하여 분석하여 창업지역, 창업자의 연령, 성별, 학력, 동업계 종사년수, 

사업장보유여부, 기업신용평가등급 등 7개의 유의한 변수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창업기업의 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13개의 독립변수가 

부실기업의 생존기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부실기간31)을 종속변수로 기존의 13개 변수를 독립

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부실기업의 수는 2,720개

사, 생존기간은 창업이후 1년 미만에서 7년까지 분포하고 있다. 

⟨표 4-8⟩ 부실기업의 생존기간별 분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은 독립변수가 2이상인 추정식

을 이용한 회귀분석32)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은 학문연구에 있어서 타당

성을 검증하는 도구 및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31) 부실기간은 설립시부터 부실발생 시점까지의 기간
32)이종수(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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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로 사용된 13개 변수중 기업형태, 창업자의 연령, 학력, 결혼유

무, 동업계 종사년수,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의 여신거래실적, 재무제표

보유여부 등 8개의 변수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형태×연령×학력×결혼유무
×동업계 종사년수×기업신용평가등급
×여신거래실적 ×재무제표보유여부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업형태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비해 32.6%로 오

래 생존하는 것으로 나와 개인기업의 무한책임성을 강조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자의 연령은 존속기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로지스틱회귀분석과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

내었다.   

창업자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인 창업자가 고등학교졸업이하 창업자에  

비해 11.1%로 오래 생존하고 가족관계는 기혼인 경우 미혼에 비해 존속

기간이 14.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지 못했던 창업자의 결혼유

무가 기업의 생존기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자

가 미혼자에 비해 책임감과 심리적 안정성이 높아 창업기업의 생존기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력특성인 동업계 종사년수는 로지스틱회귀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

고 있어 기업부실 및 생존기간에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

악된다.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유의하지 못했던 여신거래실적과 재무제

표의 보유여부가 창업기업의 생존기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신거래실적의 경우 대출경험이 있는 기업이 은행과의 신용거

래를 통해 자금의 관리능력을 높여 기업의 생존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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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종속변수 :  존속기간

비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β)
t 유의확률

(상수) 3.687 .226 16.326 .000

기업형태 -.326 .097 -.064 -3.372 .001

연령 -.014 .007 -.040 -2.109 .035

학력 .111 .049 .040 2.273 .023

결혼유무 .142 .053 .050 2.664 .008

동업계 종사년수 .026 .006 0.074 4.116 .000

기업신용평가등급 -.170 .015 -0.227 -11.504 .000

여신거래실적 .880 .061 0.256 14.330 .000

재부재표 보유여부 .676 .091 0.144 7.412 .000

R2 .208

조정된 R2 .205

F값 79.130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재무관리 등 내부 

관리능력이 양호하여 기업의 생존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여신심사에서 여신거래실적과 재무제표보유여부가 중

요한 변수로 사용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표4-9) 다중회귀분석결과

       

*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으며 Durbin-Watson은 2.015  

 로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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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한계점

1-1. 연구결과 요약

 기업의 부실예측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는 대부분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자료에 의존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창업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렵

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창업 5년 이내에 부실화 되는 현실에서 창

업기업의 부실에 관한 연구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창업기업의 부실에 관한 선행연구는 재무자료의 수집이 어려워 창업자의 

특성, 기업의 자원 등 비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밖에는 없다. 

하지만, 비재무정보는 계량화가 어렵고 그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에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업정보, 

창업자의 특성정보, 경력정보, 기업의 자원정보, 신용정보 등 수집 가능

한 비재무자료를 중심으로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분

석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2010년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창

업보증을 지원 받은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에 

비해 표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업규모 및 설립기간이 자연스럽게 

통제되어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를 최소화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교차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

고 실증분석결과, 창업자의 연령, 성별, 학력, 동업계 종사년수, 창업지

역, 사업장의 보유여부, 기업신용평가등급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20대 창업자의 경우 학력이 기업부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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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창업지원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강

조한다. 

기업부실은 외부환경요인, 내부관리능력, 창업자의 역량 등 다양한 요인

에 의해 발생하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으로 어느 특정 요인을 부실의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도 창업자의 특성 및 경력과 

관련된 질적인 요인과 사업장의 보유여부 등 기업관련 다양한 요인이 창

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경력

특성으로 분류한 학력과 동업계 종사년수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의미 있

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창업자의 특성정보인 성별, 연령과 기업의 창업지역, 사업장소유여부 등

의 변수들은 임의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정부정책을 통해서도 개선하

기 쉽지 않다. 하지만 창업자의 경력특성은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창업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기업

의 부실률이 낮다는 결과를 가지고 창업자에게 무조건 학력을 높여 기업

의 부실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정부는 창업기업의 부실에 창업자의 동업계 종사경험과 교육이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를 창업지원정책에 활용하여 창

업기업의 부실률을 낮추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창업지원정책이 단순한 자금지원에만 국한 되지 말고 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창업기업

의 부실률을 낮추고 실업률을 줄이려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기업부실예측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재무자료만을 분석한 연

구방법에서 벗어나 비재무요인을 중심으로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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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증분석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업기업에 대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창업자의 

특성정보와 자원정보 등 일부 변수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판별력을 인정받은 재무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모형의 전반적인 설명력이 떨어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기업가정신, 성취동기, 

위험감수성향 등 질적인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 지지 못하

고 창업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정보에만 의존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인 기업정보, 창업자 특성정보, 경력정보, 기업의 자원정

보, 신용정보 등으로 분류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 

창업자의 학력, 동업계 종사년수 등은 창업자의 경력정보로 분류하였으

나, 자원기반이론에서는 기업의 인적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 변수 분

류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넷째, 표본으로 추출된 청년창업기업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지원

을 받은 기업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에 해당된다. 

연구결과를 일반 창업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증지원 효과를 분리하

여야 하지만 일반 기업의 자료수집 어려움으로 인해 보증지원의 정책효

과를 표본기업에서 분리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정치·경제환경 및 경쟁강도 등 외부환경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부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

생하는 일련의 사건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함에도 외부 환경요인에 대

한 분석 없이 창업기업의 내부요인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부

실기업의 대표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자의 

역량에 관한 질적인 연구가 병행된다면 더 좋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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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정책제안

 정부는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을 적극 장려

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부실률은 일

반기업에 비해 훨씬 높아 창업지원정책이 오히려 젊은이들을 신용불량자

로 내모는 역기능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재무자료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여 창업기업의 부실률을 낮추

고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 중 창업자의 연령, 지역, 사업장보유여부, 성별, 

학력, 동업계 종사년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창업기업의 부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 중에서 창업자의 특성정보인 성

별, 나이와 기업의 자원과 신용정보인 사업장보유여부, 기업신용평가등

급은 정부정책을 통해 통제하거나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경력특성인 학력과 동업계 근무년수는 창업자의 개인적인 노

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을 통해 창업기업의 부실률을 낮출 수 있는 대

안이 될 수 있다. 즉, 정부는 일회성의 단순한 자금지원에만 국한된 창

업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창업교육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개선하여 창업자

의 경력과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면 창업기업의 부실률을 낮추고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표 5-1⟩‘2015년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 사업 현황’에서 보

듯이 창업교육 관련예산은 140억원에 불과하여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2013년도 중소기업청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당시 창업교

육 경험이 없는 창업자는 전체 84%, 20대는 87.8%에 달한다.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창업자의 79.0%가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

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창업교육이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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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이 서로 분리되어 운

영되고 있는 현 창업지원 체계에서는 당연히 자금지원에만 수요가 집중

될 수 밖에 없고 창업교육의 수준 또한 창업자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창업교육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집중

된 특강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업관련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선배 기

업인의 노화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체계를 통합한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인턴제

도를 개선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와 대학생에게 우수 중

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창업과 관련된 지식과 현장

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현행

인턴제도는 일시적인 고용효과는 있으나, 비정규직만 증가시키고 일정기

간이 경과하면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창업자의 경력특성인 학력과 동업계 종사년수는 창업기

업의 부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더라도 성공하기

란 쉽지 않다. 창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 경영을 위한 관리능력

과 동업종에 대한 지식정보가 우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을 거래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 근무하면서 창업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창업인턴제도

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인턴을 고용하고 교육시키는 중소기업에 대

하여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정책자금의 수혜대상자로 우

선 선정하고 청년인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인턴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한다. 

또한, 일정기간 근무한 청년인턴이 창업하였을 경우 창업단계별로 맞춤

형 자금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 창업지원정책은 일회성의 자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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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만 한정되어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청년창업

자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한 후, 사업이 위기에 처하면 너무나 

쉽게 사업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정책효과

를 위해 지원요건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자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창업

인턴제도와 같은 창업교육정책을 통해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양성하고 적

절한 시기에 자금지원이 수반된다면 창업기업의 부실률을 낮추고 고용창

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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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교육 140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등학생 초․중․고교 60

창업아카데미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대학․연구기관 등 80

창업사업화 1,613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선도대학 652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423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벤처기업협회 75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260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53

민․관 공동창업자발굴육성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50

대한민국 창업리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15

(신규) 창업인턴제 대학(원)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창업진흥원 50

(신규) 재도전성공패키지 성실실패 및 예비재창업자 창업진흥원 35

시니어창업 40

시니어 창업스쿨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대학 및 정부․지자체 

산하기관
20

시니어 창업센터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대학 및 지자체 20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227

1인 창조기업 12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80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민간기업 44

지식서비스 창업 231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99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132

참살이 실습터 운영 예비 창․취업자 대학 등 전문기관 18

창업자금(융자) 13,000

일반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중진공 및 민간금융기관 12,000

청년전용창업자금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중진공 1,000

총       계 15,393

⟨표 5-1⟩ 2015년 창업지원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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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ing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 is getting bigger

social problem and the government is supporting youth startups

to 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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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because of high rate of failure in starting business, it

leads an amount of credit defaults and an unemployment instead

of creating job.

This research shows how to reduce the rate of default in

startups by using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on causes which

effect to default in startups to present preliminary data.

Despite the most of advanced research uses statistical analysis

with financial information of a listed company, this research

mainly uses non-financial factors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founder, career information, resources of business to analyze

youth startup directly.

This research uses 13 non-financial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form of business, region of startups, gender of founder, age,

marital status, academic ability, working year in the same

industry, possession of a place of business, possession of a

house, hiring regular employee, credit rate of firm, history in

loan transaction, preparing the financial statements.

In conclusion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7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region of startup, gender of founder, age,

academic ability, working year in the same industry, possession

of a place of business, a credit rate of firm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Founder's experience information such as academic

ability, working year in the same industry is turned out to have

a strong influence on default in startups and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support policy of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startup education to increase ability of founder rather

than only focusing on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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