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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에서 벤처기업은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높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현재 한국은 경제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성장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벤처기업 성장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벤처기업은 경제의 성장동력임과 동시에 

기존 대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를 구분하여 이러한 한국 벤처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은 내부에 

보유한 자원이 부족하여 창업자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많이 의존한다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은 내부에 루틴(routine)

이 갖추어져 있으며, 성장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과 인적자원의 투입, 그리고 

적절한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각 성

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가공하

여 총 150개의 벤처기업 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단

계와 성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요인을 분석하였다. 내부 성장요인과 외

부 성장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선형회귀분석결과를 통해 성장단계에 

따라 한국 벤처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내부 성장요인인 창업자의 이전 창업 경험, 직장근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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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성장 단계에서는 외부 성장요인인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와 정부의 정책지원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에 

적합한 성장요인을 확보하여야 함을 시사했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장려

하는 지원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와 각 단계에 적합한 성장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어 : 한국 벤처기업, 성장단계, 성장요인, 창업자의 인적자본, 벤처 클러

스터, 정부 정책지원 

학  번 : 2017-23760 



iii 

목   차 

초   록 ................................................................................................................................. i 

목   차 ............................................................................................................................... iii 

표 목차 ............................................................................................................................... v 

그림 목차 .......................................................................................................................... vi 

1. 서론 ............................................................................................................................. 1 

2. 배경 이론 ................................................................................................................... 6 

2.1 벤처기업의 정의 ............................................................................................. 6 

2.2 벤처기업의 생애주기 ..................................................................................... 7 

2.3 벤처기업의 내부 성장요인 ............................................................................ 9 

2.3.1 창업자의 인적자본 .............................................................................. 9 

2.4 벤처기업의 외부 성장요인 .......................................................................... 10 

2.4.1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 ..................................................................... 10 

2.4.2 정부의 지원 ........................................................................................ 12 

3. 연구 가설 ................................................................................................................. 14 

3.1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14 

3.2 창업자의 직장근무 경험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16 

3.3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가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18 

3.4 정부의 지원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 20 

4. 연구 방법 ................................................................................................................. 24 



iv 

4.1 분석 대상 및 표본 ......................................................................................... 24 

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 25 

4.2.1 종속변수 .............................................................................................. 25 

4.2.2 독립변수 .............................................................................................. 26 

4.2.3 통제변수 .............................................................................................. 27 

4.3 통계적 모형 – 선형회귀분석 ....................................................................... 31 

5. 분석결과 ................................................................................................................... 33 

6. 논의 ........................................................................................................................... 42 

6.1 결론 및 시사점 .............................................................................................. 42 

6.2 한계점 ............................................................................................................ 47 

7. 참고문헌 ................................................................................................................... 49 

부록 1 : 화이트 검정 (White test) 결과 ........................................................................ 60 

Abstract ............................................................................................................................. 61 



v 

표 목차 

 

[표 1] 기술통계량 – 스타트업 단계 ............................................................................ 37 

[표 2] 기술통계량 – 성장 단계 .................................................................................... 38 

[표 3] 스타트업 단계 선형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한국 벤처기업의 성장) .... 39 

[표 4] 성장 단계 선형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한국 벤처기업의 성장) ............ 40 

[표 5] 분산팽창지수 분석 ............................................................................................. 41 

 



vi 

그림 목차 

 

[그림 1] 국내 출자자 유형별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비 (%) ................................ 4 

[그림 2] 연구가설 개념도 ............................................................................................. 23 

[그림 3] 한국 벤처기업 기술군별 비율 - 2017년 설문대상 기준 ........................... 29 

[그림 4] 한국 벤처기업 기술군별 비율 - 분석대상 기준 ........................................ 30 



1 

1. 서론 

벤처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고위험-고수

익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적 기업을 의미한다. 혁신적인 벤처기업은 부가

가치가 높은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기 때문에, 성공하

여 일정 성장 단계에 도달하면 높은 매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Audretsch, 1995; Friar & Meyer, 2003). 실제 

혁신적인 벤처기업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을 개발하기도 한다

(Timmons & Bygrave, 1986). 따라서 이러한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Krabel & 

Mueller, 2009). 

기업가정신 선행연구들은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신생벤처기업의 성장과 성공

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실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창업자

의 인적자본이 벤처기업의 경영방식, 성장, 그리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Feeser and Willard (1990)은 창업자가 이전 경험을 통해 축적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고성장 전략을 제시함을 보였으며, Gimmon and Levie 

(2010)은 기업경영 경험을 통해 축적한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기업의 높은 성

과와 생존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Colombo and Grilli (2005)는 역량

기반 관점(competence-based view)에서 창업자의 역량이 신생벤처기업의 

역량이 되며, 결국 창업자가 축적한 인적자본이 신생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래 Olugbola (2017) 등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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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창업자가 이전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의 인적자본이 벤처

기업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였다(Cao & Im, 2018; 

Capelleras, Contin-Pilart, Larraza-Kintana, & Martin-Sanchez, 2018; 

Symeonidou & Nicolaou, 2018). 

대개의 벤처기업은 기술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하며, 벤

처캐피털, 정부 지원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성장 및 성공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부요인뿐

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다수의 선행 연구

에서는 벤처기업의 환경적인 요인, 벤처캐피털, 정부의 지원, 인큐베이션 등의 

외부요인이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Amezcua, Grimes, 

Bradley, & Wiklund, 2013; Gimmon & Levie, 2010; Motoyama & 

Knowlton, 2016). 이러한 외부요인은 자원의 여유(resource munificence) 

관점에서 벤처기업에게 자원의 유동성을 제공하며, 핵심 기술과 역량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벤처기업은 외부의 컨설팅 지원을 통

해 기술 외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등 성장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도 한다

(Wren & Storey, 2002). 

Boeker and Karichalil (2002)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수행하는 벤처활동

(venture activities)은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수반되는 

자원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때는 성장단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과 자원의 여유 관점에서 벤처기업의 성장을 살펴본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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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연구들은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스타트업 단계와 초기 성장 

단계에 집중되어있다. Tzabbar and Margolis (2017)이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를 나누어서 창업팀의 인적자본이 벤처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

을 확인하였으나, 성장단계를 나누어서 외부요인이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인적자본과 함께 외부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각 요인이 성장단

계별로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벤처기업에 집중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벤처기

업을 기술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으

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벤처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는 생태계 조성과 

환경적인 요인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주도적

인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벤처기업 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성장단계별로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이미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병헌 (2005)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징과 기술혁신 전략을 살펴보았으

며, 강원진, 이병헌과 오왕근 (2012)는 성장단계별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의 지원과 기업 성장단계 간의 관계, 기업의 성장단계별 경영성과를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며,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김윤정, 

서윤교, & 홍정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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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출자자 유형별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비 (%) (KVCA, 2018) 1 

 

 

이러한 연구 공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한국 벤

처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를 구분하여, 벤처기업의 내부 요인인 창업자

의 인적자본과 외부 요인인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 및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이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1 정책자금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모태펀드, 성장사다리 펀드, 산업은행, 국민연금 투자펀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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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책 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포털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

다. 이 자료를 창업자와 벤처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매칭하고 정리하여 실증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총 150개의 벤처기업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 선

형회귀분석결과, 성장단계에 따라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창업자의 이전 창업 

경험, 직장근무 경험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장 단계에서

는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을 갖는다. 첫 번째로, 성장단계에 따라 벤처기

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름을 실증분석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업가정

신과 벤처기업 성장요인연구에 발전된 논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경영성과를 

포함하여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

써 미흡한 한국 벤처기업 대상 연구 흐름에 기여하였다. 셋째로, 분석한 결과

를 바탕으로 한국 벤처기업과 정책 설계자를 위한 경영 실무적 및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어지는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

는 개념과 주요 변수들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들을 설명하

고, 제4장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연구 모형을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과 시사점, 

한계점에 대하여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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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이론 

2.1 벤처기업의 정의 

국가별로 벤처기업을 다양하게 정의하는데, 미국은 ‘중소기업투자법’에 따라 

“위험성이 크나 성공 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

로 하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 일본은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 비율이 총 매출액의 3%이

상인 창업 5년 미만 기업”으로 정의한다. 또한, OECD국가에서는 “R&D 집중

도가 높은 기업이나 기술혁신, 기술적 우월성이 높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세종, 2008). 벤처기업은 대개 초기 자본이 부족하며,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등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창업기업

(start-up)’을 벤처기업으로 통용하기도 한다(Gompers & Lerner, 2004). 

한국에서의 벤처기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업분류와는 달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 및 경영 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

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2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미

국과 일본의 정의가 혼재된 접근 관점이며(김기완, 2011), “기술성이나 성장

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고 볼 수 있다(김윤정 등, 2018). 

 

                                            

 

 
2 벤처확인 유형 5가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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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벤처기업의 생애주기 

벤처기업의 생애주기 모델은 대개 시드 단계(seed stage), 스타트업 단계

(startup stage), 성장 단계(growth stage)와 성숙 단계(maturity stage)로 

구분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은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벤처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Hite & Hesterly, 2001; Hornberger, König, Zerr, & Baltes, 2017). 

시드 단계는 다양한 아이디어 중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단계이다. 이때의 벤처활동은 주로 사업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다(Wiltbank, 2005). 이 시기에는 기술사

업화와 벤처기업 경영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 

스타트업 단계는 창업자가 가진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시점부터 초기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며 이때의 벤처기업은 명성(reputation), 사업 실

적(track record)이 거의 없고 루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Brush, Greene, & 

Hart, 2001; Kazanjian & Drazin, 1989).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Thorpe, Holt, Macpherson, & Pittaway, 

2005).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생애 전체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겪게 되는데, 스타트업 단계에는 기업 내 축적된 지식과 경

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겪는 불확실성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Liao & 

Welsch, 2008). 실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잠재 투자자(potential 

investors), 고객(buyers), 그리고 협력사(suppliers)들은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에게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Chang, 2004). 기업 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축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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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단계는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성장 단계는 매출이 신장되는 시점으로 이때의 벤처기업은 기업 내 구조와 

루틴 및 조직별 기능과 형태를 갖추어가며, 관리가 중요해진다. 이 시기의 벤

처기업은 기술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자원(financial resource)

과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필요로 한다(Cooper, Gimeno-Gascon, & 

Woo, 1994). 또한, 매출을 바탕으로 여유자원을 갖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원동력이 된다(George, 2005). 따라서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에

게 외부와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나 네트워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계기

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숙 단계에서는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포화되어 매출과 고용

창출력이 줄어드는 단계이다. 성숙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새로

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Hornberger et al., 2017). 이때의 벤처기

업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발굴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재도약하는 것이 주요하다. 

벤처기업은 이러한 성장단계에 따라 겪게 되는 문제가 다르며,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원 환경(resource environment)도 달라진다(Wright & Stigliani, 

2013). 이에 따라 성장단계별 벤처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고, 이에 적합한 기업 전략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

는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스타트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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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단계부터 초기 매출이 발생되는 단계까지로, 성장 

단계는 제품이 출시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단계부터 경쟁에 따라 성장이 둔화

되는 단계까지로 구분하였다(Hornberger et al., 2017). 

 

2.3 벤처기업의 내부 성장요인 

2.3.1 창업자의 인적자본 

인적자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개인의 역량을 활용하는 능력이며

(Becker, 1964), 경험이나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할 수 있다(Hitt, Bierman, 

Shimizu, & Kochhar, 2001). 창업자가 보유한 인적자본은 벤처기업의 역량

이 되며(Colombo & Grilli, 2005), 기업이 높은 성과를 만드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Braguinsky & Hounshell, 2016). 

Davidsson and Honig (2003)과 Debrulle, Maes, and Sels (2014)는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 등을 통해 형식지식(explicit knowledge)을 습득할 수 

있고, 직장 경험과 창업 경험 등을 통해 암묵지식(tacit knowledge)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육과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이러한 지식은 개인

의 인적자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은 직장근무 경험으로 보았으며, 창업자는 이러한 직장근무 경험과 창업 

경험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신생 기술기반 기업의 생존이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았다(Bates, 1990; Colombo & 

Grilli, 2005; Gimeno, Folta, Cooper, & Woo, 1997). 실제로 창업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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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

으며(Tzabbar & Margolis, 2017), 중요한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방법, 조직의 루틴 구축방법 등 벤처기업 경영에 필요

한 암묵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Hitt et al., 2001). 창업자의 인적자본은 혁신

성과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가령, Cao and Im (2018)은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탐색 강도(R&D search intensity)를 높여주

며, 이것이 혁신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것을 보였다. 벤처기업의 사업 기회 포

착 관점에서도 창업자의 인적자본은 중요하다. 창업자는 이전 경험을 통해 혁

신적인 기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

다(Cassar, 2014). 

기업은 보유한 자원이 제한적이지만 최대의 효용을 내고자 한다(Liao & 

Welsch, 2008). 특히, 스타트업 단계에는 기업 내 자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

문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창업자는 축적된 암묵지식

을 바탕으로 내부 자원의 효용을 높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Debrulle et 

al., 2014). 따라서 창업자의 인적자본은 벤처기업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

인이라고 볼 수 있다. 

 

2.4 벤처기업의 외부 성장요인 

2.4.1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 

성공적인 벤처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Autio, Kenney, Mustar, Sie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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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ght, 2014). 벤처 클러스터는 이러한 환경 조성의 일환이다. 벤처 클러

스터에서는 기술 지식의 전이(knowledge spillovers)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벤처기업은 클러스터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필요한 지식을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 클러스터 내의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외부의 

기업보다 혁신 성과, 성장률, 그리고 생존율이 높다(Gilbert, McDougall, & 

Audretsch, 2008). 

벤처기업은 기성기업(incumbent firms)에 비해 보유한 지식이 제한적이며, 

기술을 사업화하고 외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대개 유사한 문제를 겪게 된

다.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기업들은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사회적 정보들을 서로 

용이하게 공유한다. 실제 Dahl and Pedersen (2004)는 클러스터 내의 기술

자들(engineers)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을 보임으로써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지식 확산의 중요한 통로(important 

channel) 역할을 하는 것을 보였다. Nishimura and Okamuro (2011)은 클러

스터 내의 중소기업은 산업, 대학, 정부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클러스터 

내 기업은 확장한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기업보다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Wennberg and Lindqvist (2010)는 기업단위 분석을 통해 

클러스터 내의 스웨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외부의 기업보다 높음을 실증분석 

하였다. 

한국에서도 벤처 클러스터는 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 입지

적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여기서 형성하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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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필요한 암묵지식을 얻고 있다(이희연 & 권용주, 2002). 이러한 관점

에서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는 한국 벤처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4.2 정부의 지원 

대부분의 국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 한다

(Motoyama & Knowlton, 2016). 가령, 대출에 대한 보증(Riding & Haines, 

2001), 컨설팅 서비스(Wren & Storey, 2002), 세금 감면(Weber, 2003), 

연구개발 보조금(Cooper, 2003) 등을 제공하며,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인큐베이션(incubation)을 도모한다(Amezcua et al., 2013; Lerner, 

2002). 

벤처기업들은 대개 보유한 자원이 부족한데, 정부의 지원은 벤처기업이 핵

심 기술과 역량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Motoyama & 

Knowlton, 2016). 다시 말하면,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직접적으로 혁신기술의 

상업화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기술기반 기업들이 기술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Asheim, Coenen, & Vang, 2007). 

실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벤처기업의 성과, 생존, 수익, 

고용, 그리고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Lerner 

(1999)는 정부의 R&D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이 미 참여기업보

다 장기적으로 높은 매출과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보였다. Bertoni, 

Martí, and Reverte (2019)는 정부의 참여형 대출 프로그램(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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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ed participative loans)에 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 성장

률이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실증분석하였다. 

한국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중소

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뒤 정부 예산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 

벤처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이 실제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정부 지원과 기업 성장단계

들 간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실증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윤정 등,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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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가설 

Tzabbar and Margolis (2017)은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에 있는 미국 

바이오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팀의 인적자본이 획기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혁신성과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

서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매출과 고용 창출 지표인 종업원 수를 통해 벤처기

업의 성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상기 연구가 내부 성장요인인 창업팀의 

인적자본에 집중해서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외부 성장요인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1) 내부 요인인 창업자의 인

적자본이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에 있는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

향, (2) 외부 요인인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와 정부의 지원이 스타트업 단계

와 성장 단계에 있는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의 생애를 살펴보면 신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

반 기업에 비해 불확실성을 직면할 가능성과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가

능성이 높다.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인적자본과 벤처기업 내 축적된 지식을 바

탕으로 직면한 상황을 해결해야 하므로, 이러한 지식 자원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Thorpe et al., 2005). 창업자는 기술창업 경험을 통해 규제, 법률 

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통해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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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aum & Silverman, 2004). 실제 Ucbasaran, Westhead, and Wright 

(2009)는 창업 경험이 있는 창업자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회를 잘 포착하

며, 창업 경험이 없는 창업자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보였다. 

창업자는 이전 창업 경험을 통해 중요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자금조달, 루틴 등 벤처기업 경영에 필요한 암묵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Hitt et al., 2001),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

업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부 요소들을 조화롭게 활용함에 있어서도 창업

자의 이전 창업 경험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Symeonidou & Nicolaou, 2018). 

한국에서도 창업자의 창업경험이 벤처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

행 연구들이 있었다. 박상문과 이미순 (2017)은 한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창업 경험을 보유한 창업자의 벤처기업이 처음 창업한 창업자의 벤처기

업보다 외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배영임 (2014)

는 창업경험을 통한 학습효과가 재창업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은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익

숙하지 않은 일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Debrulle et al., 2014). 

이 시기의 벤처기업은 조직 내 축적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자의 경험

이나 지식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Brush et al., 2001). 또한, 벤처기업의 구조

나 내부 루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더욱 중요

하며 벤처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Colombo & 

Grilli,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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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내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조

직의 구조와 내부 루틴을 가지게 된다. 이때는 각 조직의 기능과 관리가 중요

해지며 창업자의 영향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

에서 창업자가 창업 경험을 통해 구축한 투자자, 고객, 협력사 등과의 네트워

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완전

히 활용하지 못했던 암묵지식을 여유가 생긴 성장 단계에서는 완전히 활용하

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다. 실제 Tzabbar and Margolis 

(2017)은 창업자와 경영진이 이전 창업 경험을 통해 얻은 암묵지식을 성장 

단계에 완전히 활용함으로써 벤처기업의 획기적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관점과 논의를 종합하여 세운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1: 창업자의 창업 경험은 스타트업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창업자의 창업 경험은 성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창업자의 직장근무 경험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기와 같이 벤처기업은 종종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겪게 되는데, 이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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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직장근무 경험은 업무처리의 기준점이 되며 시장과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증진한다(Debrulle et al., 2014). 또한, 유망한 창업자는 이전 회사에

서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역량(social capabilities)과 기술력(technical 

skills)을 습득한다(Cooper, 1990). 

Agarwal, Echambadi, Franco, and Sarkar (2004)에 따르면 직장근무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이전 근무 기업에서 기술과 마케팅 노하우(know-how)를 습

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하였다. 이병기 (2002)는 한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가 기업 출신일수록,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할수록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창업자는 직장근무 경험

을 통해 벤처기업 경영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조직

에 맞는 루틴을 만들고 적절한 사업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직

장근무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사회자본

(social capital)과 마케팅 지식 등의 일반경영기술(general management 

skill)을 축적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직장근무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직장근무 경험이 없는 창업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자리할 수 있다.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은 개인의 명확한 역할이나 조직기능 등이 갖추어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의 일반경영기술이 더욱 중요하다(Chatterji, 

2009). 반면,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조직

별 기능이 명확해지고 루틴이 갖추어져 조직의 역량으로 일을 하게 되며, 이

에 따라 창업자가 보유한 일반경영기술의 중요성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럼에도, 벤처기업이 성장하면서 기술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할 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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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가 직장근무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경영지식과 구축하게 된 잠재 투자자, 

파트너, 고객들과의 네트워크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판단된다. 실제 Rauch 

and Rijsdijk (2013)은 창업자의 이전 근무 경험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으며, 이러한 관점과 논의를 종합하

여 세운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2-1: 창업자의 직장근무 경험은 스타트업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창업자의 직장근무 경험은 성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가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클러스터는 지리적 인접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유와 보완이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각 주체는 클러스터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

게 된다. 전 세계에서는 벤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벤처기업간 지식의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장려하며, 정보, 교육, 훈련(training), 연구 및 기술 지

원 등을 제공하여 클러스터 내 입지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Gilbert et al., 2008). 

또한, 벤처기업은 벤처 클러스터 내 네트워크를 통해 특별한 정보나 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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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원을 받기도 한다(Kessler, Korunka, Frank, & Lueger, 2012). 벤처

기업은 대개 내부에 보유한 자원이 부족한데, 벤처 클러스터 등의 외부 자원

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존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실제로 Deeds, 

Decarolis, and Coombs (1997)은 벤처 클러스터가 기업의 혁신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으며, Canina, Enz, and Harrison (2005)는 벤

처 클러스터가 벤처기업의 매출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한국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집적시설, 벤처촉진지구, 창업진흥원

과 벤처캐피털이 함께 운영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타운 등의 벤처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벤처 클러스터들

은 벤처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와 입지적 환경을 제공하며(이희

연 & 권용주, 2002),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빠르게 연결시키면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다. 박건철과 이승하 (2017)은 한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 클

러스터 내 입지 여부에 따라 기술력, 협력네트워크 구축 성과, 네트워크 구축 

다변화, 향후 협력 의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벤처 클러

스터가 실제로 벤처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은 외부의 정보와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의 벤처기업은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 성공이 화두이며 벤처기업 내 자

원이 충분하지 않아 외부 지식 습득에 많은 자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은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를 통해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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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은 내부에 자원과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며 여유

자원을 갖게 된다.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외부의 새로운 기

회를 탐색하기 때문에 외부와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나 네트워킹은 새로운 성

장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은 벤처 클러스터 입지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외부 지식을 용이하게 

습득하고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과 논의를 종합하여 세운 가설

은 아래와 같다. 

 

가설 3-1: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는 스타트업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는 성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정부의 지원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한 축이며, 특히 벤처기업은 경제적으로 높

은 파급효과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은 벤처기업 육성에 열

을 올리고 있다(Hornberger et al., 2017). 정부의 지원은 자원이 부족한 벤

처기업에게 자원의 여유(resource munificence)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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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핵심기술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Motoyama & Knowlton, 

2016). 

대부분의 정부는 벤처기업이 기술사업화에 성공하여 국가 경제와 대기업 혁

신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radley, 

Shepherd, and Wiklund (2011)은 정부의 지원이 기업에게 완충역량

(buffering capacity)과 새로운 연구개발을 위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확

인했다. 또한, Wren and Storey (2002)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생

존율과 성장률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것을 보였다. 하지

만, 정부의 지원효과는 성장단계, 시장 집중도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

기도 한다(Amezcua et al., 2013; Jourdan & Kivleniece, 2014). 

실제로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서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이러한 문서들이 부담될 수 있다. 반면,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

의 경우, 기업 내 지식이 축적되고 여유자원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에 필요한 문서를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

의 벤처기업은 기술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종종 포부 있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Cooper et al., 1994), 이러한 투자 계획에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도 한다. 실제로 김영배와 하성욱 (2000)은 성장한 한국 벤처

기업이 그렇지 않은 벤처기업에 비해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음을 

확인했다. 

한국 벤처기업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위상 또한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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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벤처기업은 내부 자원의 부족을 가장 큰 애

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김윤정 등, 2018). 현재 한국 정부는 주도적인 투

자자로서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

며, 한국 벤처기업은 이를 통해 자원의 부족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고, 한국 

경제성장과 대기업 혁신 촉진에 이바지하는 벤처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러한 관점과 논의를 종합하여 세운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4-1: 정부의 지원은 스타트업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정부의 지원은 성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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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설 개념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 연구가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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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4.1 분석 대상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자 한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는 한국 벤처기업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

는 설문 조사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실시하며, 창업자와 대표자의 나이, 

학력, 창업 경험, 근무 경험 등의 다양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산업군, 제휴 협력 현황, 기술 및 산업재산권 현황, 투자 및 정책 지원 경험과 

같은 특성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수, 매출액 등의 경영지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매년 임의의 벤처기업 중 약 10%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문 조사이며 

패널자료는 아니지만 벤처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강원진 등 

(2012), 김윤정 등 (2018)의 연구를 포함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벤처기업명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해의 데이터를 함께 이용하

여 실증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와 기업의 특성인 지역, 창업년도, 창업자 성별, 창업 

당시 창업자 연령대, 창업 당시 창업자 학력, 창업주 이전근무지 유형, 창업방

식, 공동창업여부, 창업 당시 목표, 창업 당시 산업 관련 실무 경험년수, 창업

주 과거 창업 경험여부, 1단계 업종 분류, 2단계 업종 분류, 3단계 업종 분류, 

제조 및 비제조, 제품 및 서비스 구조 형태, 영업 및 마케팅 방식, 벤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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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등을 통해 식별코드를 만들고 이를 비교하여 3년 차이의 두 설문 조사 

자료를 매칭했다. 또한, 현 대표이사와 창업자 동일 여부, 대표이사 성별, 대

표이사 연령, 대표이사 최종학력, 대표이사 이전 근무지, 대표이사의 이전 직

장에서의 업무 경력분야 등, 대표이사의 특성을 통해 매칭이 제대로 되었는지

를 검증함으로써 자료의 강건성(robustness)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실증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150개의 벤처기업 데이터를 추출

하였다. 연구에는 2013년/2014년, 2016년/2017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조사 양식이 상이한 2012년 자료와 매칭 대상이 없는 2015년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매칭을 통해 획득한 총 

150개 벤처기업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2013년/2014년 설문 조사 자료를 이

용하였고, 종속변수는 2016년/2017년 매출과 종업원 수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Tzabbar and Margolis (2017)과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단계의 벤

처기업과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분석에 사용된 표

본 수는 스타트업 단계 벤처기업 70개,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 80개이다. 

 

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4.2.1 종속변수 

벤처기업의 성장률 (Growth of the venture firm)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벤처기업의 성장률이다. 벤처기업의 성장률을 평가하

는 공식적인 지표는 없지만 많은 선행연구에서 매출 성장률, 종업원 수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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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 이를 모두 고려한 지표 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출과 종업원 

수의 성장을 모두 고려하여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한 값을 측정지표로 사용하

였다. 연평균 성장률은 기하평균(geometric mean)으로 계산되며, 수식은 아

래와 같다(Davidsson & Wiklund, 2006; Hornberger et al., 2017). 

 

t0과 t3에서의 매출과 종업원 수는 각각 2013년/2014년과 2016년/2017

년 자료의 전년도 매출과 전년도 총 정규직 근로자 수를 사용하였으며 계산된 

종속변수의 단위는 % 이다. 

 

4.2.2 독립변수 

창업자의 창업 경험 (Founding experience) 

창업자의 창업 경험은 창업자가 과거에 창업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설

문 항목을 통해 창업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인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창업 경험의 횟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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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직장근무 경험 (Work experience) 

창업자의 직장근무 경험은 창업자의 이전 근무지를 묻는 설문 항목을 통해 

대기업, 일반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

여 근무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인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 여부 (Being located in a venture cluster)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 여부는 박건철과 이승하 (2017)의 분류에 따라 벤

처기업의 위치가 벤처촉진지구,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벤처직접시설, 협

동화단지,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에 속해 있으면 1, 그 외의 지역은 0인 더미 

변수를 측정하였다. 

 

정부의 지원 여부 (Government support) 

정부의 지원 여부는 정부의 정책지원 여부를 묻는 설문 항목을 통해 벤처기

업이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로 측정

하였다. 

 

4.2.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했다. 실제 실증분석 모형에는 벤처기업의 규모, 벤처기업의 기술군, 종업

원의 학력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Engelen, Brettel, & Wiest, 2012; 

Sciascia, D’oria, Bruni, & Larrañeta, 2014). 상기의 변수들은 모두 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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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생존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의 규

모는 Sciascia et al. (2014)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직원의 총합을 사용하였으

며 단위는 명이다. 종업원의 학력도 Sciascia et al. (2014)를 참조하여 대학

학위 이상 소지 종업원의 비율을 이용하였으며 단위는 % 이다. 또한, 산업별

로 성장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Engelen et al. (2012)와 마찬가지로 이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설문 항목인 벤

처기업의 제품과 관련 있는 기술군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실제 통제변수

로 사용된 벤처기업의 기술군 변수는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

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컨텐츠기술(CT)을 포함하며, 설문 항목에는 

있지만, 분석에 사용된 표본에 없는 우주항공기술(ST)은 제외하였다. 

2017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한국 

벤처기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술군은 정보통신기술(IT)이다. 이

러한 벤처기업들은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혁신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 한국

은 이동통신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는 등 정보통신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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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 벤처기업 기술군별 비율 - 2017년 설문대상 기준 

 

 

실제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벤처기업 기술군별 비율은 [그림 4]와 같으

며, 2017년 설문 대상의 구성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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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 벤처기업 기술군별 비율 - 분석대상 기준 

 

 

또한, 창업자와 대표 동일 여부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창업자와 대표 

동일 여부가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의 연구에서 상이한 결과

를 보이지만, Tzabbar and Margolis (2017)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창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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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이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는 창업자와 대표 동일 여부

가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창업자와 대표가 다를 경우, 창업자의 경험이 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업

자와 대표 동일 여부를 통제 변수에 포함하였다. 

 

4.3 통계적 모형 – 선형회귀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벤처기업의 매출 성장과 종업원 수의 성장으로 계산

되는 연속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측정하였다. 분산팽창지수는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때문

에 추정 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각 변수의 

분산팽창지수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의심한다. 각 변수들의 분

산팽창지수가 모두 10보다 작을 때도 평균 분산팽창지수가 1보다 상당히 크

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고려한다. 대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상관

관계가 높은 변수를 제외한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횡단면 자료이며 일반적으로 횡단면 자료는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이 존재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화이

트 검정(White test)을 통해 이분산성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화이트 검정의 

귀무가설은 동분산성이라는 가정이고, 대립가설은 이분산성이라는 가정이다. 

화이트 검정통계량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며, 화이트 검정결과의 동분산성이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에 이분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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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를 나누어서 분산팽창지수 분석과 

화이트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이분산성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하였고,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나눈 자료를 바탕으로 최소자승

법(OLS, Ordinary Least Square)을 통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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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 

[표 1]과 [표 2]는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의 기술통계량과 변수 사이

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성장 단계의 결괏값에는 분석 대상에 없는 나노기술

(NT) 변수가 제외되었다. 상관관계 절댓값은 스타트업 단계의 결과에서 0.33, 

성장 단계 결과에서는 0.38이다. 또한, [표 5]와 같이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의 분산팽창지수의 최댓값은 각각 1.60, 1.63, 평균값은 각각 1.32, 1.23

이다. 이에 따라, 사용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통계량에 따르면,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연평균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각각 약 14%, 6%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성장 단계보다 스타트업 단계에서 평균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매출과 고용인원이 적은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매출이나 고용인원이 

조금만 늘어나도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 성장 

단계 한국 벤처기업의 정규직 종업원 수는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보다 2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벤처기업 대부분은 창업자가 대표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분산성을 탐지하기 위해 화이트 검정을 수행하였다. 부록 

1과 같이 화이트 검정 수행 결과 동분산이라는 귀무가설(스타트업 단계: p-

value = 0.3734, 성장 단계: p-value = 0.3663)을 기각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동분산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최소자승법을 통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표 3]의 모델 1부터 모델4까지는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 데이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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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며, [표 4]의 모델 5부터 모델 8까지는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모델 1과 모델 5는 독립변수를 제외한 뒤, 통제변수만을 가지고 선형회귀분석

을 수행한 결과이며, 모델 2와 모델 6은 독립변수인 내부 성장요인과 통제변

수를 가지고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모델 3과 모델 7은 또 다른 독

립변수인 외부 성장요인과 통제변수를 가지고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

며, 모델 4와 모델 8은 전체 변수를 가지고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선형회귀분석 결과, 스타트업 단계 한국 벤처기업의 경우 [표 3]의 모델 2

와 모델 4의 결괏값과 같이 창업자의 창업 경험과 직장근무 경험이 벤처기업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변수가 포함된 

모델 4를 기준으로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계수는 0.0448(p<0.05), 직장근무 경험이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계수는 0.0534(p<0.05)로 통계적으로는 양(+)의 유의한 

값을 가졌다. 이는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한국 벤처기업 창업자의 창업 경험

이나 직장근무 경험은 벤처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 1-1과 가설 2-1이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해석하면 스타트업 단계에서 창업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벤처기업은 

창업 경험이 없는 창업자의 벤처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약 4.48% 높은 연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며, 직장근무 경험이 있는 창업자의 벤처기업은 직장근

무 경험이 없는 창업자의 벤처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약 5.34% 높은 연평

균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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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이 스타트업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통계적

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성장 단계 한국 벤처기업의 경우 [표 4]의 모델 7과 모델 8의 결괏값과 같

이 벤처 클러스터 내에 입지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변수가 포함된 모델 8을 기준으

로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가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수

는 0.0247(p<0.10), 정부의 지원이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계수는 0.0244(p<0.05)로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한 값을 가졌다. 이는 

성장 단계에 있는 한국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 클러스터 내에 입지하는 것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가설 3-2와 가설 4-2가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석하면 성장 

단계에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해 있는 벤처기업은 외부의 벤처기업에 비해 통

계적으로 약 2.47%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며, 정부의 지원을 받은 벤

처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벤처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약 2.44%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단계에서와 반대로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나 직장근무 경험이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매출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성장 단계의 경우, 매출액 성장률(sales growth)

을 종속변수로 분석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장 

단계에서 창업자의 이전 창업 경험과 직장근무 경험은 한국 벤처기업의 매출

액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벤처 클러스터 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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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정부의 지원은 통계적으로 모두 매출액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표 3]과 [표 4] 하단의 각 모델 R2값을 보면 통제변수와 종속변수만 

포함된 모델의 R2값보다 독립변수들이 포함된 모델의 R2값이 크며, 모든 독립 

변수가 포함된 모델의 R2값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7 

[표 1] 기술통계량 – 스타트업 단계 

 

Mean S.D. Min Ma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Growth of the venture firm (%) 0.14 0.07 0.04 0.45 1.00 

            

2. Founding experience (Dummy) 0.20 0.40 0.00 1.00 0.27 1.00 

           

3. Work experience (Dummy) 0.84 0.37 0.00 1.00 0.32 0.02 1.00 

          

4. Being located in a venture cluster (Dummy) 0.17 0.38 0.00 1.00 -0.03 -0.04 -0.22 1.00 

         

5. Government support (Dummy) 0.50 0.50 0.00 1.00 0.16 0.07 0.04 0.08 1.00 

        

6. # of employees at t0 (# of persons) 10.94 8.35 3.00 46.00 -0.13 -0.15 -0.18 -0.19 -0.01 1.00 

       

7. IT ventures (Dummy) 0.27 0.45 0.00 1.00 0.25 -0.06 0.09 0.06 0.03 -0.12 1.00 

      

8. BT ventures (Dummy) 0.10 0.30 0.00 1.00 -0.15 -0.17 -0.12 0.10 0.14 -0.07 -0.20 1.00 

     

9. NT ventures (Dummy) 0.04 0.20 0.00 1.00 0.05 0.07 -0.10 0.28 -0.07 -0.04 -0.13 -0.07 1.00     

10. ET ventures (Dummy) 0.23 0.42 0.00 1.00 -0.15 0.15 -0.14 0.02 0.20 0.24 -0.33 -0.18 -0.12 1.00 

   

11. CT ventures (Dummy) 0.03 0.17 0.00 1.00 0.04 -0.09 0.07 -0.08 -0.17 -0.06 -0.10 -0.06 -0.04 -0.09 1.00 

  

12. Education level of employees (%) 58.81 33.02 0.00 100.00 -0.11 -0.12 -0.00 0.05 -0.09 -0.21 0.22 0.09 0.17 -0.19 0.18 1.00 

 

13. Founder-CEO duality (Dummy) 0.89 0.32 0.00 1.00 0.06 -0.04 -0.16 -0.19 0.00 -0.05 0.12 -0.03 -0.15 -0.02 0.06 -0.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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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술통계량 – 성장 단계 

 

Mean S.D. Min Ma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Growth of the venture firm (%) 0.06 0.04 0.01 0.26 1.00 

           

2. Founding experience (Dummy) 0.08 0.27 0.00 1.00 0.19 1.00 

          

3. Work experience (Dummy) 0.90 0.30 0.00 1.00 0.02 -0.06 1.00 

         

4. Being located in a venture cluster (Dummy) 0.15 0.36 0.00 1.00 0.23 0.01 0.02 1.00 

        

5. Government support (Dummy) 0.43 0.50 0.00 1.00 0.28 0.14 0.12 0.06 1.00 

       

6. # of employees at t0 (# of persons) 26.01 19.55 5.00 107.00 -0.27 0.09 0.11 -0.07 0.01 1.00 

      

7. IT ventures (Dummy) 0.29 0.46 0.00 1.00 0.19 0.03 0.03 0.27 0.01 0.02 1.00 

     

8. BT ventures (Dummy) 0.05 0.22 0.00 1.00 -0.01 0.15 -0.11 -0.10 0.15 0.18 -0.15 1.00 

    

9. ET ventures (Dummy) 0.23 0.42 0.00 1.00 -0.05 -0.04 0.08 0.11 0.02 0.12 -0.34 -0.12 1.00    

10. CT ventures (Dummy) 0.01 0.11 0.00 1.00 -0.02 -0.03 0.04 -0.05 0.13 -0.10 -0.07 -0.03 -0.06 1.00 

  

11. Education level of employees (%) 52.00 28.98 0.00 100.00 -0.04 -0.16 -0.04 0.21 0.10 0.21 0.38 -0.03 -0.03 0.19 1.00 

 

12. Founder-CEO duality (Dummy) 0.91 0.28 0.00 1.00 0.18 0.09 0.19 -0.12 0.09 -0.11 0.10 0.07 -0.15 0.03 -0.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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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타트업 단계 선형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한국 벤처기업의 성장) 

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Growth of the venture firm Startup stage 

Independent Variables     

Founding experience  0.0459**  0.0448** 

  (0.0201)  (0.0203) 

Work experience  0.0556**  0.0534** 

  (0.0223)  (0.0234) 

Being located in a venture cluster   -0.018 0.00284 

   (0.0240) (0.0237) 

Government support   0.028 0.0224 

   (0.0172) (0.0163) 

Control Variables     

# of employees at t0 -0.00105 -8.25E-05 -0.0011 1.55E-05 

 (0.0010) (0.0010) (0.0011) (0.0011) 

IT ventures 0.0416* 0.0425** 0.0394* 0.0372* 

 (0.0222) (0.0207) (0.0228) (0.0215) 

BT ventures -0.0199 0.000299 -0.0262 -0.00977 

 (0.0299) (0.0285) (0.0309) (0.0296) 

NT ventures 0.0342 0.0427 0.0445 0.04 

 (0.0430) (0.0407) (0.0451) (0.0428) 

ET ventures -0.0126 -0.0115 -0.0192 -0.0201 

 (0.0225) (0.0213) (0.0235) (0.0224) 

CT ventures 0.0397 0.0395 0.0482 0.046 

 (0.0520) (0.0486) (0.0517) (0.0489) 

Education level of employees -0.000503* -0.000374 -0.000486* -0.00034 

 (0.0003) (0.0003) (0.0003) (0.0003) 

Founder-CEO duality -0.00393 0.0133 -0.00712 0.0142 

 (0.0267) (0.0256) (0.0271) (0.0266) 

Constant 0.176*** 0.0835* 0.169*** 0.0744 

 (0.0357) (0.0448) (0.0378) (0.0490) 

Observations 70 70 70 70 

R2 0.142 0.280 0.186 0.303 

R2 adjusted 0.030 0.157 0.048 0.156 

White 0.5709 0.2531 0.7532 0.3734 

Notes: *** p<0.01, ** p<0.05, * p<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White is the P-value from White’s test of heterosked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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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장 단계 선형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한국 벤처기업의 성장) 

Dependent Variable Model 5 Model 6 Model 7 Model 8 

Growth of the venture firm Growth stage 

Independent Variables     

Founding experience  0.0294  0.0213 

  (0.0189)  (0.0181) 

Work experience  0.00533  -0.0012 

  (0.0169)  (0.0161) 

Being located in a venture cluster   0.0253* 0.0247* 

   (0.0137) (0.0138) 

Government support   0.0258*** 0.0244** 

   (0.0094) (0.0096) 

Control Variables     

# of employees at t0 -0.00077*** -0.00076*** -0.00072*** -0.00073*** 

 (0.0003) (0.0003) (0.0002) (0.0003) 

IT ventures 0.0293** 0.0269** 0.0220* 0.0206 

 (0.0130) (0.0130) (0.0127) (0.0128) 

BT ventures 0.0171 0.0125 0.00795 0.00412 

 (0.0233) (0.0237) (0.0221) (0.0226) 

ET ventures 0.00358 0.00238 -0.00297 -0.00312 

 (0.0128) (0.0129) (0.0122) (0.0124) 

CT ventures 0.00332 0.000896 -0.0089 -0.00908 

 (0.0451) (0.0451) (0.0428) (0.0430) 

Education level of employees -0.000339* -0.000285 -0.00040** -0.000359* 

 (0.0002) (0.0002) (0.0002) (0.0002) 

Founder-CEO duality 0.0172 0.0139 0.0174 0.0164 

 (0.0175) (0.0180) (0.0167) (0.0172) 

Constant 0.0737*** 0.0688*** 0.0660*** 0.0658*** 

 (0.0223) (0.0245) (0.0211) (0.0232) 

Observations 80 80 80 80 

R2 0.167 0.195 0.286 0.300 

R2 adjusted 0.086 0.092 0.194 0.187 

White 0.2362 0.3909 0.2371 0.3663 

Notes: *** p<0.01, ** p<0.05, * p<0.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White is the P-value from White’s test of heterosked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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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분산팽창지수 분석 

Variables VIF – Startup stage VIF – Growth Stage 

Founding experience 1.15 1.10 

Work experience 1.26 1.14 

Being located in a venture cluster 1.39 1.18 

Government support 1.16 1.10 

# of employees at t0 1.32 1.18 

IT ventures 1.60 1.63 

BT ventures 1.37 1.19 

NT ventures 1.31 - 

ET ventures 1.54 1.30 

CT ventures 1.16 1.11 

Education level of employees 1.37 1.41 

Founder-CEO duality 1.25 1.16 

Mean VIF 1.32 1.23 

 



42 

6. 논의 

6.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내부요인인 창업자의 인적자본과 외부요인인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 및 정부의 지원이 스타트업 단계와 성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각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내부요인인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나 직장근무 경

험이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성장 단계에서는 외부

요인인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와 정부의 지원이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분석 결과를 통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 정신과 벤처기업 성장요인 연

구에 발전된 논의를 제시하며 학술적으로 기여했다. 기업가정신과 자원의 여

유 관점의 연구 흐름 및 생애주기 이론을 통합하여 성장단계별 벤처기업의 성

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벤처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벤처기업 외부성장요인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대개 성장단계를 구분하지 않거나 신생벤처기업에 집중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을 살

펴봄으로써 벤처기업 외부성장요인의 연구 범위를 성장 단계까지 확장했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연구와 벤처기업 

성장요인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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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 벤처기업 성장요인 연구에 발전된 논의를 제시하였다. 김윤정 

등 (2018)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단

계별 경영성과를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사용하는 대개의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이나 각 해의 설문 조사에서 담고 있는 2년간의 자료만을 사용한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를 매칭하고 정리하여 여러 해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 벤처기업 성장요인연구에 발

전된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인 벤처기업 투자자의 

역할을 하는 한국 컨텍스트(context)에서도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스타트업 

단계 벤처기업의 중요한 성장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지원은 성

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다. 

셋째, 한국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성장단계별로 

정부의 지원이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주도적인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부의 지원정책이 벤처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한국 벤

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재고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또한, 창업 주체 및 성장단계에 따

라 적합한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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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신기술을 바탕으로 도전하지만,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

업자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이공계 출신 기술 창업자의 경우 기술을 맹

신하거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자신의 기술을 사업화하

면서 기술 개발에만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

개의 기술 창업자는 제품의 성능이나 기술력만으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 

제품의 성공적인 상업화를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수적인 투자유치, 제품양산 

등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경험이 있는 창업자

의 성장률이 높음을 보임으로써, 경험이 없는 창업자가 이와 같은 일반경영기

술과 기업경영을 위한 암묵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을 시사했다. 또한, 기술력만이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해석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스타트업 단

계의 벤처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실효성 재고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벤처기업이 겪는 내부 자원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R&D, 융자, 보

증서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2018년 초 

한국 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수출 강소기업의 성장전략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

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이다(문병

기 & 이도형, 2018). 실제 분석 결과에서도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을 위

한 정부의 지원이 벤처기업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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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 중 이전 창업 경험이 없는 창업자에게는 일반경영

기술과 초기에 필요한 암묵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컨설팅, 교육, 멘토링 지원

이 필요할 것이며,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에는 기술 범위를 확장하고, 연구 인

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인력 지원이 적합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정부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와 창업 주체를 모두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성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정부의 정책자금이 제한적일 때는 

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스타트업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에는 창업자의 일반경영기술과 배태

(embedded)되어 있는 암묵지식이 중요하다. 벤처기업이 조직별 기능, 루틴을 

갖추기 이전에는 창업자가 경험을 통해 습득한 일반경영기술과 암묵지식에 의

거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험이 없는 창업자의 경

우 간접 경험을 통해 상기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거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공계 출신 창업자의 경우 시장이나 고객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에 

뛰어들어 오로지 기술개발이나 성능 향상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

제 경험이 부족한 이공계 창업자의 경우 벤처기업의 일반경영기술 개발에 역

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기술창업자는 일반경영기

술이나 벤처기업 경영에 필요한 암묵지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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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셋째, 성장 단계에서는 창업자의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

면, 성장 단계에서는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벤처기업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못했다. 이는 스타트업 단계에는 조직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직면한 문

제들을 창업자가 직접 해결하지만, 성장 단계에서는 창업자가 모든 문제에 관

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의 루틴과 조직원의 역량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Wasserman (2003)과 Tzabbar and Margolis (2017)에서는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은 창업자보다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성과

에 긍정적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성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도 

전문경영인을 통해 조직을 체계화하고 조직역량을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재창업과 분사 창업 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업 연계가 

필요하다. 실제 재창업 기업과 분사 창업 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

이 높음을 시사하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조

사에서도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신규 창업 기업보다 월등히 높음을 지적하

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재창업과 분사 창업을 장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창업이나 직장근무 경

험이 성장 단계의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는 이를 고려하여 정책 제정 혹은 지원사업 구상 

시 대상을 단순 구분하기보다 이들의 성장 요인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한 

뒤 적합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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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 클러스터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미 미국의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 프랑

스의 스테이션 F(Station-F) 등에는 협업할 수 있는 클러스터 환경이 조성

되어 기술기반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업하

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 중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해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에서도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효과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벤처 클러스터를 강화하여 단순 지역이나 시설을 제공하는 것

을 넘어 벤처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가령, 고등 교육기관, 주변 연구소, 민간 금융

기관, 입지 벤처기업 등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

로써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6.2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데이터의 한계이다. 본 연구

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생존한 벤처기업만이 

데이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생존하지 못한 벤처기업을 분석대상에 고려하

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자료 분석에 사용된 벤처기업 중 벤처캐피털

의 투자를 받은 기업의 수가 2개로 매우 부족하며, 이에 따라 외부 성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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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벤처캐피털 투자 여부를 독립변수상에서 제외하였다

는 한계점을 갖는다. 둘째, 독립변수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확인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였지만, 자료의 한계

로 인해 상호작용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셋째, 성장

단계에 따른 조절 효과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

할수록 창업자의 인적자본이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와 정부 지원의 영향은 늘어날 것이라고 서술하지만, 실제 

조절 효과를 통해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는 데이터 수의 

한계로 유의미한 결과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창업자의 인적자

본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자는 이전 

경험을 통해 일반경영기술이나 벤처경영에 필요한 암묵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실제 이러한 인적자본이 벤처기업 성장에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발현과정을 

밝힌다면 더욱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에는 데이터 수집 등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 이

러한 한계점을 극복한 후속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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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화이트 검정 (White test) 결과 

1. 스타트업 단계 

White's test for Ho: homoskedasticity 

against Ha: unrestricted heteroskedasticity 

 

chi2(53)     =     55.70 

Prob > chi2  =     0.3734 

 

2. 성장 단계 

White's test for Ho: homoskedasticity 

         against Ha: unrestricted heteroskedasticity 

 

         chi2(43)     =     45.55 

         Prob > chi2  =     0.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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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ing the important roles of high growth venture firms in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 study seeks factors that affect 

the growth of Korean venture firms in different stages, i.e., startup 

stage and growth stage. Since venture firms in startup stage heavily 

depend on the knowledge resources of their founders, human capital 

of the founder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growth. In contrast, 

venture firms in growth stage have developed organizational routines, 

and thus they require additional financing, human resources as well as 

a proper infrastructure for further growth.  

The study investigates the growth factors of Korean venture firms 

in each stage using a survey dataset comprised of 150 Korean 

venture firms, which was obtained from the Open Data Portal in Korea.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factors of venture firms’ 

growth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development stages. The 

findings confirm that while prior founding experience and work 

experience of the founder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growth of 

venture firms in the startup stag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and being located in a venture cluster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growth of venture firms in the growth stage. Along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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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to academic literature on entrepreneurship, the study 

provides valuabl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by 

suggesting key factors that determine the growth of venture firms in 

each of the startup and growth stages. 

 

Keywords: Korean venture firms, Growth stage, Growth factors, 

Human capital, Venture cluster, Government sponsorship  

Student Number: 2017-23760 

 

 

 


	1. 서론
	2. 배경 이론
	2.1 벤처기업의 정의
	2.2 벤처기업의 생애주기
	2.3 벤처기업의 내부 성장요인
	2.3.1 창업자의 인적자본

	2.4 벤처기업의 외부 성장요인
	2.4.1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
	2.4.2 정부의 지원


	3. 연구 가설
	3.1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3.2 창업자의 직장근무 경험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3.3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가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3.4 정부의 지원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4. 연구 방법
	4.1 분석 대상 및 표본
	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4.2.1 종속변수
	4.2.2 독립변수
	4.2.3 통제변수

	4.3 통계적 모형  선형회귀분석

	5. 분석결과
	6. 논의
	6.1 결론 및 시사점
	6.2 한계점

	7. 참고문헌
	부록 1 : 화이트 검정 (White test) 결과
	Abstract


<startpage>10
1. 서론 1
2. 배경 이론 6
 2.1 벤처기업의 정의 6
 2.2 벤처기업의 생애주기 7
 2.3 벤처기업의 내부 성장요인 9
  2.3.1 창업자의 인적자본 9
 2.4 벤처기업의 외부 성장요인 10
  2.4.1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 10
  2.4.2 정부의 지원 12
3. 연구 가설 14
 3.1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14
 3.2 창업자의 직장근무 경험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16
 3.3 벤처 클러스터 내 입지가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18
 3.4 정부의 지원이 성장단계별 한국 벤처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20
4. 연구 방법 24
 4.1 분석 대상 및 표본 24
 4.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25
  4.2.1 종속변수 25
  4.2.2 독립변수 26
  4.2.3 통제변수 27
 4.3 통계적 모형  선형회귀분석 31
5. 분석결과 33
6. 논의 42
 6.1 결론 및 시사점 42
 6.2 한계점 47
7. 참고문헌 49
부록 1 : 화이트 검정 (White test) 결과 60
Abstract 6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