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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중국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환
경 등을 조사하고 한국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여성기업 활성
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영환경, 여성기업
의 성장과정과 특성, 지원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여성기업 성장을 위
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한·중 선
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한·중 여성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정책을 분석한다.
셋째, 한·중 여성기업 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현황을 분석한다. 넷째, 한·중
여성기업 대표 각 10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여성기
업 관련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여성기업과 기업대표인 여성 기업인에 대한 연구
로 나뉘며, 많은 연구들에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성기업들의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으로 여성대표가 기업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을 대부분 수행하여 여성기업과 여성 기업인이라는 대상의 구분이
어렵고 여성 기업인의 특성이 여성기업의 성과를 비롯한 특성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산물
에서의 차이(산업), 매출액을 비롯한 재무구조에서의 차이, 인력 등 기업규모
에서의 차이, 정책성과에서의 차이 등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기업이 상대적으
로 저성장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소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짧은 업력 및 낮은
생존율을 보이며, 낮은 매출 및 이익을 보이는 것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여성기업과 기업인의 개인적인 요인은 학력, 전공이나 경험, 경력단절, 일·가정

양립, 자녀양육 등에 관심을 가져왔고, 여성 기업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적 요인으로는 차별, 여성의 경영활동에 대한 편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 그 밖에도 경제적 요인 중 소득 추구 성향, 위험성향 등과 정책지원
의 효과(경영성과, 생존율, 기술창업 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녀 기업인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차이들이 기업경영에도 차이
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일관된 선행연구 결과이며, 여성기업이 안정적인 경
영을 추구하고, 여성적 리더십과 수평적 소통 및 조직구조를 가졌지만 네트워
크가 부족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창업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
되었다. 여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 남성은 부를 얻고 도전적인 직업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 수준, 경제적 요
구, 심리적 특성,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들고 있다. 남녀
기업활동의 차이로 여성 창업은 개인 서비스 및 소매와 같은 중·소기업에 집
중하는 반면, 남성은 더 다양한 산업에서 창업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의 자금 조달 전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과 벤처 자본 조
달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상해의
18~40세 여성 창업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태조사(2021)에 의거하면 젊은
여성의 기업가 활동은 정부, 여성 연맹, 공산주의 청년 연맹 및 기타 조직으로
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창업 정책에 관심’이 있고(78.9%), ‘세금 인센티브
제공’(58.5%), ‘편리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53.7%), ‘기업가 정신 교육 및 훈련’
(53.7%), ‘전문 기술 및 기술 지원’(51.2%), ‘충분한 정보 서비스’(51.2%),
‘기타’(4.9%)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현재 정부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창업 자금 조달이 어렵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움’ (51.2%), ‘승인 절차
번거로움’(48.8 %), ‘기업 세금과 수수료가 너무 무거워서 관련 감면이 실현
되지 않음’(43.9%), ‘정보 서비스 및 정책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음’(41.5%),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전문 교육과 훈련이 불충분하거나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음’(26.8%)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주로 기업의 생존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들, 기업성과나 제도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여성창업이 최근에 활성화되어 관련 연구
역시 최근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여성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6. 1. 제정)」이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 정책총괄과)이
다. 동법 3조에 의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
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
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여성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법정 단체로 설립되어 있다. 동 협회 내에 여성기
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지원사업 등 중
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지원사업 운영의 실무지원을 담당한다.
타 부처의 지원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정보 제공, 창업지원 상담,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일환
으로 이공계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준
비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하고 있다. 산업
통상자원부는 IT여성기업인협회 지원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ICT 산업현장 적
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시·도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구분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의 주요 사업현황(2021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공간(241개실 내 ▪예비창업자
▪여성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 3년 미만
외) 및 멘토링 제공
창업

판로

▪W-여성창업패키지

▪여성과학기술인, 기술창업자 대상 교육-멘토링-사
▪여성과학기술인
업화 지원
▪여성(예비)창업자
* 교육, 멘토링: 200개사, 사업화지원: 30개사

▪여성창업 경진대회

▪여성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 여성창업자 시상 ▪예비창업자
* 중기부장관상 등 총 32팀 시상 총상금 4,700만원 ▪창업 5년 미만

▪W-디지털 판로지원 패
키지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TV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 지원
▪여성기업
* 500개사교육, 50개사를 선정하여 멘토링·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SNS 홍보 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 등을 위한 여성기업 ▪「여성기업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공공구매 실무교육

▪전자입찰 등, 공공구매 실무 교육 운영

▪여성기업

▪여성기업 제품 공공 구매 ▪여성기업 제품홍보 지원 및 사이트 운영, 디지털 북
▪여성기업
홍보
제작
수출

▪W-수출 성공전략 패키지

▪여성기업 수출 등 해외 진출을 위해 교육(300명) →
▪여성기업
멘토링 및 사업화지원(50개사)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

▪여성기업 인력 채용을 위한 여성기업 전담 매니저
1:1 매칭지원, 인재 발굴 및 비대면 면접 등 지원 ▪여성기업
(www.iljarihub.or.kr)

▪여성경제인 데스크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수출, 경영전략 등을
▪예비 여성창업자
온·오프라인 상담(www.desk.or.kr)
▪여성기업
* 전국 센터에 창업, 수출, 노무, 자금 전문가 7명 상주

▪여성기업 대사단

▪데스크 상담 후 자금, 수출,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심층 ▪예비 여성창업자
상담을 원하는 여성기업에 멘토링 진행
▪여성기업

▪여성 CEO 최고경영자
과정

▪여성 CEO, 임원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리더십,
▪예비 여성창업자
경영전략 등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행 (분야별
▪여성기업
총 4회 600명)

인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 1. 28), 중기부, ’21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공고.

중국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 현황은 2015년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
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 이후 같은 해 전국 부녀연합회에서 「여성의

창업창신에 관한 의견」 을 제정·하달함으로써 IT 활용 창업에 참여하도록 하였
다. 「중국부녀발전기획개요 2011~2020」에서도 여성창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완선, 기능양성, 세금감면, 이자보조대출, 추적 지도 등의 지원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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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여성기업가협회(China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CAWE)는 1985년에 설립되어 중국내 유일한
사단법인 자격을 갖춘 전국단위의 비영리 여성기업가 연합조직이다. 200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회원등록제로 정기적으로
전문가 강좌 전문지식학습을 조직하고, 우수 여성 기업인 국제포럼 개최, 유
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유엔 NGO 연차총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
의, 글로벌 여성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단체로 참가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지원정책으로는 2015년 「대중창업 만
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에 의거, 중국 국무원은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
소하였으며, 2017년 6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
创新示范基地)」, 2018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고품질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솽창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것에 대한 8가지 의견을 발표였는데, ① 방관복개혁(放管服改革)을
통하여 혁신적인 창업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② 재정세금정책의 지
원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창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 구매 정책 및 지식
재산권관리서비스체계 구축·보완, ③ 과학 연구인력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창
업을 장려하며 대학생을 위한 혁신적인 창업 교육 양성·강화와 더불어 농민,
귀향, 귀국 및 해외 인재들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하여 대상
을 넓히고 지속적인 창업능력을 향상, ④ 혁신적인 선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
기 위해 대학-기업 간 기술성과 메커니즘 구축, ⑤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 및
구조와 시설 등의 기반시설(孵化机构)과 창업공간(众创空间服务水平)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중소기업 융합발전 플랫폼을 구축, ⑥ 금융기관의 혁
신창업융자 수요 유도와 직접융자 채널을 다양화, 금융서비스 보완, ⑦ 글로
벌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솽창 시범기지로 시범역할을 유도, ⑧ 전
반적인 창업 정책을 강화하고, 세부정책을 시행하여 혁신적인 창업 경험 확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여성기업은 전체 중 약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대표자 성별에 따른 기업 수(2010~2019년)
(단위: 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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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전체 기업 중 여성 기업의 비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0~2019년) 재구성.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최근 기술관련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2

여성 창업기업의 산업분포(2016년, 2020년)
(단위: %)
<2016>

<2020>

도매 및 소매업

37.8%

숙박 및 음식점업

26.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1%

교육 서비스업

5.5%

도매 및 소매업

42.8%

숙박 및 음식점업

19.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3%

교육 서비스업

5.7%

제조업

4.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3%

건설업

3.9%

건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제조업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3%

3.7%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

정보통신업

2.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

운수 및 창고업

2.1%

정보통신업

1.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및 광업

0.6%

농업, 임업 및 어업 및 광업

2.0%
0.8%

금융 및 보험업

0.6%

금융 및 보험업

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0%

주: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체 여성(남성) 창업기업 중 해당 산업의 창업기업 비율을 의미.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창업기업동향(2016, 2020)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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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업종의 창업기업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016~2020년
동안 약 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전체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비
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 16.5%에서 2020년 19.8%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림 3

창업자 성별에 따른 기술기반 업종 비율(2016~2020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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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체 여성(남성)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의 비율.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창업기업동향(2016~2020) 재구성.

여성기업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약 11.9년이
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6년, ‘금융 및 보험업’ 20.4년, ‘교육
서비스업’ 17.3년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단계로는 창업기 7.4%, 성장기
42.4%, 성숙기 40.9%, 쇠퇴기 9.3%로 여성 기업인의 평균 연령은 52.7세였
다. 동일 업종 경력 평균은 12.7년이며, 전공분야는 인문 및 사회계열이
35.7%, 경제 및 경영분야가 23.2%, 공학계열은 15.4%, 자연과학 분야가
8.2%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이 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 61.2%, ‘기존기업 인수’가 17.7%, ‘남편 사업을 승계한 경
우’ 14.4% 등이었다. 여성 기업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44.7%),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15.9%), ‘사회적 지
위와 높은 소득을 위해서’(12.8%), ‘자아실현을 위해서’(10.5%),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8.3%),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병행을 위해서’(4.1%), ‘취

업에 어려움이 있어서’(2.4%) 등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어려움은 ‘판매 선확보
등 마케팅 관리’(34.1%),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31.2%), ‘인력확보 등 인사
관리’(25.9%), ‘기업에 대한 각종 법률적·사회적 규제’(19.3%), ‘기술개발’(16.3%)
등을 꼽았다.
중국의 경우도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중국 여성창업자 업종
(단위: %)

<2017년>
정보통신
서비스
금융
부동산
무역
자동차
컨설팅
환경보호
보석세공
농업

<2020년>
25

15
15
10
10
8
5
3
3
2

기업서비스
의료건강
인공지능
소비업종
엔터테인먼트
교육관련
빅데이터
금융
제조업
블록체인

19
16
12
12
8
8
7
5
5
3

주: 전체 여성창업자 중 해당 업종 창업자의 비율
자료: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04353/china-female-entrepreneurs-business-sector-distribution/),
중국 여성 창업자 조사 연구(2020년); 한중21(2020.04.17.)기사 (2020년 중국여성 창업분야 TOP 10업종) 재인용.

여성기업가설문조사(2016)에 의하면 중국의 여성 기업인 비율은 25.4%
(2017년)로, 신생기업가 비율은 중국 여성기업 중 9.3%, 남성 기업 중 11.4%
가 신생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성은 대체로 18~44세의 연령대
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높고, 특히 35~44세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나 대
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학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11.6%, 대학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
업가의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가 중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
는 67%로, 남성 4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사업을 시작한 동기로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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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50%),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어서’(38%),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36%)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업인이
된 후 치른 대가로는 60%가 넘는 여성 기업인이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비함’을 선택하였고, 매우 큰 심리적 압박 등
을 들고 있었다. 자신의 약점으로 53.5%가 ‘혁신 및 모험정신’, 48.4%가 ‘예측
능력’, 31.7%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등의 부족함을 들고 있었으며,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상승’, ‘인재부족’, ‘자금난’, ‘낮은 기
업이익률’, ‘불확실성’, ‘산업내 생산량 과잉’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경영하
면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점으로 52.5%가 ‘의사결정 실수’, ‘인사기용 실패’
(46.4%), ‘경제적 문제’(31.4%) 등을 꼽았다.
심층면접조사는 다음의 분석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심층면접조사 분석틀

표2

심층면접조사 조사내용

1. 기업의 특성
- CEO의 특성: 연령, 학력, 전공분야, 여성 기업인 소유 혹은 경영여부
- 기업의 특성: 설립년도, 주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위치), 기업의 유형(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주력생
산품(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 기업의 성장단계(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2. 기업의 일반현황
- 전체 자산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2020년 기준), 매출액 중 수출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 고용인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성별 비율은 어떤지.
-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자산, 매출, 이익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그렇다면 그 전년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감소나
증가가 있었는지
- 주력 생산품의 시장전망(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 가장 중점을 두는 기업전략(기술개발, 마케팅, 자금확보, 원가절감 등)
- 기술력의 수준을 평가한다면(상, 중, 하)
3. 여성 기업인의 특성과 애로사항
- 남성 기업인에 비하여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예를 들어 기술개발,
마케팅, 자금조달, 노사관계 및 인력관리, 규제 등)
-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자녀양육 등 일과 가정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4. 창업과정
-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혹은 계기
- 현재 생산품을 사업아이템으로 하게 된 이유
- 사업 전에 하던 일과 현재 사업과의 관련성
- 창업에 소요된 기간, 창업 후 손익분기점까지 걸린 기간
- 창업준비 시 가장 어려웠던 점, 창업초기 가장 어려웠던 점
5. 정부지원 경험
- 여성 기업인으로서 받은 정책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가 단위인지 지역단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자금,
마케팅 등 판로, 기술개발, 인력 등)
- 해당 지원의 법이나 제도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조사대상자 선정은 크게 산업, 규모, 업력을 고려하였다. 첫째, 최근 중국
에서 여성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발굴하
고, 한국의 대상 기업 선정에도 이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IT 기술 분야(AI
등)를 비롯하여 IT를 활용한 사업지원서비스업(IT 기업 교육), 헬스케어 및
건강식품,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창업하는 교육 및 여행, 음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지 않은 제조업 분
야도 추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을
인터뷰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인터뷰 대상기업을 발굴할 때 소상공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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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있거나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비롯하여 기술기반이 아닌 전통적 여성기
업 분야는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여성기업이 대체로 2015년
이후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유사 업력 기업들을 주로 인터뷰 하고, 업력이 긴
업체들도 포함하여 창업단계 뿐 아니라 이후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 하였다.
한·중 여성 기업인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여성기업 특징
한국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여성기업들이 IT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기업 경영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이 적은 기계분야 등에서도 스마트팩
토리 운영이나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
이 분포한 바이오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창업과 성공사례가 발견되었다.
2015년 이후 창업한 여성기업들은 기술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IT 기
술을 활용한 아이템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고, IT 기술과 바이오를 접목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진단부터 식단관리
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한국의 시장 환경이 IT 기술에 적합
할 뿐 아니라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마켓을 염두에 두고 사업아이템을 개발하
고 판매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여성기업과
다소 유사한 교육서비스 관련 창업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사업 영역을 변화 vs기술 기반 여성기업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
하며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긴 업체들 중 기술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들은 기술의 수준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이면서 사업의 목적에서 사회적 가치 등
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기업들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은 편으로, 1인 창업도 상대적으

로 많고 개발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력을 통하여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한
기업도 있었다. 연구소를 보유한 제조업체라 할지라도 15인 규모로 작은 편
이었다. 여성기업 인력활용에 있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지만 개발자 등 기술분야에 있어서 여성활용이 원활한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성별 직무 분리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술개발 중에서도 응
용에 시간이 걸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출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손익분기점 달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매출이 즉각적으
로 발생하는 사업과 기술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운
영하며(바이오, 게임 등),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 한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현재 운영하는 기업의 분야가 같은 여성 기업인과
그렇지 않은 여성 기업인은 각 반수 정도였으며, 학교 졸업 후 경험한 일과
현재 기업 경영과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여성 기업인들이 기술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고, IT 기업은 본인이 CTO가 아니었지만 아이템을 중심으로 개
발자를 영입하여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어느 경우이건 기술과
경영이라는 두 가지 분야 중 하나 이상에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
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 경영하는 여성 기업인
은 드물었고, 학교 재학시절 창업하거나 학교 졸업 후 관련 경험이 없는 상태
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은 창업자
로서 정체성 뚜렷하였고, 창업과 기업 경영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마켓을 겨냥하거나 시기적절한 매각 등 목표가 뚜렷
하였다. 기업 운영방식 또한 전원 재택근무 시행, 고용계약을 유연하게 하고
남다른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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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제도적 환경
한국의 제도적 환경은 여성 기업지원 + 전체 기업지원의 형식을 띄고 있으
며,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정책은 창업지원 정책이었다. 창업을 위한 제반의
준비를 지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가장 주를 이루었고,
R&D 사업화 자금, 공간지원 등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한 후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근으
로 올수록 단계별 지원이 늘어나 기업의 성장과정마다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업력이 긴 업체들은 창업단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
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사비를 지원받거나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지원,
인력지원 정책 등이 유용한 정책지원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진출하는 경향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핀테크기업이나
기능성 게임 등과 같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학습 및 일상지원을 위한 게
임 등에도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경향이 발견되어 최근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노동관련 규제의 어려움도 존재하였으며, 사업 초기 인력이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및 근로조건의 문제, 즉, 주52시간제도
나 어려운 해고 등 노동관련 규제 문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지속적인 어려
움 중 하나인 것으로 남아있다.

□ 한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
한국의 일·가정양립문제는 창업시기가 이르거나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 기
업인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2000년대 중반에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무상보육, 이후 성 평등한 육아를

위한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여성대상 차별은 최근 완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 기업
인들은 과거 대출과 자금조달, 영업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에서 여성이기 때문
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편견, 기술 기업을 경영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리더십이 없다는 등의
편견을 경험한 일이 다수 존재하였다. 영업 시 음주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나
사회문화적인 문제점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에 여성이 적어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문제나 남성 기업인들과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은 상당히 공통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경영에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자금조달을 위한 심사과정에 과거의 실적이 없거나 기존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 등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
하게 작용하였으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이 여성 대표에게 기대
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비롯한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 역시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여성기업 특징
중국에서 여성창업이 활발해진 시기는 2015년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6개소가 해당되며, 업력이 상대적으로 긴 업체는 비
교적 전통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음식, 교육, 기계 분야로 기존
사업영역에 기술을 도입하여 확장하는 단계의 기업이다. AI나 인공지능 로봇
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업체나 정보통신 업체 등 한국 여성기업과 유사하
게 기술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 기존의 교육서비스나 여행업
등에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업체들도 있었다. 내수시장이 큰 중국의 여건상
전통적인 분야와 신기술 활용 분야 모두 사업의 확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서비스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에서 대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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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전히 많고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해당 서비스 시
장이 한국에 비하여 크고 초기 단계라 경쟁의 정도가 덜한 상황으로 한국에
서의 유사 서비스는 상당히 오래전에 성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전통적 서비스 부문의 사업이 현재 창업에서 공존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있지만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국의
인터뷰나 제한된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중국의
지리적 특성 등에 의하여 창업과 기업활동 역시 지역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한된 연구 결과 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의 여성기업 규모는 한국의 여성기업 보다 일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첨단 기술기업 중 업력이 5~6년에 불과한 기업에서도 개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인력의
직무 분리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업종의 특성에 따
른 차이도 존재하였다. 매출액 등에서의 차이도 큰 편으로 매출액을 산술적으
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여성기업들이 매출액 3억 미만이 절대 다수인
데 반하여 중국 여성기업들의 매출액은 가장 작은 기업이 200만 위안(약 3억
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볼 때, 기업의 경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창
업 이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중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
인터뷰를 진행한 중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창업 및
경영 분야가 유사한 경우가 다수였다. 상대적으로 창업 전에 취업경험이 한국
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창업 아이템 발굴 등에 소요된 기간도 짧은 편으로 한
국에 비하여 창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중국 여성기업들이 다수로 대표자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기술을 담당하고 여성 기업인이 경영을 담당한다거나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
러한 경향은 과거 우리나라 여성기업에서도 상당수 있던 형태이다. 한국에 비
하여 청년 창업도 많고,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창업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기회가 많아 창업 실패 시 대안이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 중국의 제도적 환경
지역별로 추진되는 정책들을 다수 발견하였지만, 여성기업이라 받은 지원
은 없었다는 응답이 다수이며, 특정 지역으로 돌아와 창업할 때 지원받은 사
례들이 있었다. 중국의 기업 지원정책은 솽창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나 광저우 등과 같은 지역에서 기술
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지원정책이 특징적이다. 창업자금 지원, 주거지원, 사
회보험료 지원, 스타트업 대상의 보조금, 훈련수당 등이 있으며,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대출이나 신용담보 지원, 첨단 기술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등을
경험한 기업들이 존재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주거지원을 비롯한 정주여건 지
원 등이 있어 행정, 기술, 주거, 문화가 결합된 형태의 지원들이 존재하였는
데 이는 한국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의 정책지원이 집중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
시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기업이 정부의 도움없이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활용에 따른 규제나 어려
움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까지 법적 규제를 초과하는 근로가 매우 일반적이
고, 노동규제의 사각지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상 요인에 의한 해
고시 경영상 원인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규모, 대상의 기준 등이 모호하
여 이에 따라 해고가 다소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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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
중국의 여성 기업인 중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인터뷰 응답
자는 일부였지만 실제 제도면에서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중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구분되지 않고 출산 후 약 98일의 휴가
를 부여받는데 영아기에 주로 가정양육이 일반적이고 유아교육은 중국의 다
른 교육단계에 비하여 취약하였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프라 역시 한국에
비하여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긴 업체의 여성 기업인들은 차별 경험이 있고 현재에도 업종 자체
가 남성중심인 업종에서는 아직도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술 문화
나 대출이나 공공 업무 등에서 남성과 함께 하는 업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
하였는데, 최근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은 이전의 일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 최근 여성 기업인에 대한 차별
적 대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이 향후 여성기업의 성장과 관련 생태계 변화
에 동력이 될 수 있다.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은 이미 유사 혹은 관련 분야에
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의 경험과 상이하여 이들의
창업과 성공경험은 조기 창업을 통한 기업 경영의 경험이 이후 성공적인 기
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기 창업자의 혁
신과 도전 방식도 남다른 점이 있었다. 향후 변화할 사회에 먼저 대비하는 것
인데 직원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지 않고, 정직원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은 조
건으로 4대보험은 보장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을 다시 회사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 수익배분을 하는 방식 추구 등 새로운 조직스타일로 가면서 구
성원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도 청년
기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 비하여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년기 창업은 기술
수준의 한계, 경영능력 등에서 성숙도가 높지 않아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는 우려도 있지만, 창업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
적 이른 시기에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하여 여학생 대상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기업 성장주기와 달리 최근 여성기업도 탈출 전략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어, 성숙기나 쇠퇴기 보다는 창업기와 성장기를 반복하는 기업
이 많았다. IT업종은 기술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거의 3년마다 새로
빌드업을 해야 하는 요구들이 있어 브랜드파워를 쌓아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 달리 창업경험을 반복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창업 후 성장하고 다시
창업하기 때문에 업력은 낮지만 실제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 창업 환경이 개선된 것도 여성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보다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과 동시에 글로
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었다. 실제 글로벌 진출 경험이 있
는 기업들이 많아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여 여성기업 네크워크나 멘토링 등에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기업의 리더십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표가 아이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
술이 아닌 사업아이템만 보유한 경우, 둘 다 보유한 경우 등으로 나뉘고 있었
다. 심층면접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대표의 역할 중 자금을 조달하거나 인력
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역량, 마케팅 역량 등 경영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여 비
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역량의 필요성이 각 업체
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방식 등은 중
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여성기업들에게서 나타나
는 경영상 안정지향적 성향과 이로 인한 영세성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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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이 가지는 수평적 소통과 조직구조 등은 소규모
기업에서의 빠른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
직한 특성이므로 기업 경영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기업
가정신 지수나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각 기업의
성공 사례를 리더십 및 업종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기업들은 남성기업들과 다소 다른 경영환경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성별에 따른 기존의 애로사항이나 차
이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애로요인은 여성 기업인 본인
이 임신이나 출산기에 모성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대부분
의 여성기업 대표들은 모성보호와 양육의 어려움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는 창업자의 연령이 다양해지는 만큼 여성 기업인의 모성보호
등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정책자금 배분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
지원 확대, 여성 창업기획자 확대 등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나
타났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매출 규모 등에서 경쟁하기에 여성기업들이 여
전히 영세하므로 여성이 적은 분야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최
근 벤처캐피탈 등에서 심사역 중 여성 비중이 확대되어 기존의 네크워크에서
소외된 여성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이 추세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진출을 위한 규격인증 획득
지원에서의 여성기업 참여도 약 12%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어서 글로벌 역
량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에서도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여성기업단체(중국여성기업가
협회)가 있고 이 단체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자문지위를 획득할 정도로 활
동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 한국에도 유사하게 여성경제인협회가 조직되어 있
는데, 국가단위 여성기업 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여성

기업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유용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여성기
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단위에서는 부녀연합회
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단체 등이 있고, 지자체 단체들이 상당수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소 빈약한 것으로 보
인다. 한국에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약 17개소가 있는데 이들
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여성기업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모두 이들 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
하므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별 단체 간 역량강화를 위한 한·중 공동
프로그램 등도 향후 추진할 만하다. 한·중 여성기업들이 공통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업경영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성기업 업종별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사업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 발
굴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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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과 세계적 차원의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인재육성에 대
한 국가적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기업의 성장
과 활약 역시 각 국가의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맥킨지(Mckinsey)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여성 기업인의 활약이 두드
러지는 나라 중 하나로, 중국 여성의 경제 기여도는 41% 이상이며, 여성
의 창업도 보편화되고 있다.1) 세계적으로도 중국의 여성기업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포브스(Forbes) 글로벌은 ‘2020 아시아 여
성 기업인’ 25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중국이 3명, 한국이 2명이었다.
2018년 후룬연구원(胡润研究院)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가 5명 가운데 4명이 중국 출신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 여성 창업도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여성 창업자 비율은 총
창업자의 49.25%를 차지한다.2)
한국의 여성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39% 정도이며, 신설 법인의 24%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 창업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도소매,
음식숙박업 쏠림을 비롯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김종숙 외, 2018: 3). 최근 기술 창업 등이
과거에 비하여 활발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은 데이터로 확인
될 만큼 뚜렷한 추세는 아니다.
중국의 여성창업 지원 정책은 한국에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1) 네이버 차이나랩 블로그(2020. 2. 18), ‘포브스 선정’ 중국 차세대 여성 기업인 1-10.
2) 중앙일보(2018. 11. 10), “왜일까? 글로벌 성공 여성 CEO 60%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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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나 현황을 보여주는 시계열 자료 역시 부
재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여성기업에 대하여 국가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여성기
업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5년마다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최근 여성 창업율이 높아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
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여, 최근 변화하는 중국 여성 창업과 기업의
성장 환경과 조건 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여성기업이 활성화되는 원인을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한국의 여성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이니 만큼 과거의 전통적 업종이 아닌 최근 증가하는
기술 중심의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한·중 양
국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여성기업 연구들에서 어떤 이슈와 기업 활
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제기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
서 한·중 양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가용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황을 파
악하고자 한다.
가용한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장 주된 연구 내용은 한·중 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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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이다. 심층면접조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영역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일반적인 기업의 특성
으로 CEO의 특성과 기업의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이다. 이어서 더
상세하게 현재 기업 경영상의 일반 현황과 애로 요인 등에 대하여 질문한
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사항으로 기술력 수준과 이에 따른 기업 전략 등
을 질문한다.
여성 기업인의 특성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남성경영인에 비하여 어떻
게 경험하고 느끼는지,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자녀양육 등 일과 가정 사
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창업과정에 대한 조
사와 정부 지원 경험과 정책 지원 여부 등을 통하여 한·중 양국의 여성기
업 정책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과 데이터 분석, 심층면접조사 등이
다. 선행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한·중 양국의 여성 기업 현황을 파
악하고자 한다. 한국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실태조
사 등의 자료를 보유한데 반하여 중국의 데이터 등이 다소 부족하여 다양
한 자료(언론 보도 및 각종 논문 등)를 통하여 중국의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관련 정책 현황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연구 방법은 각국의 여성기업 대표를 심층면
접조사 한 자료이다. 대규모 조사 자료가 부족하고, 조사 자료가 있다 하
더라도 여성기업이라는 특수한 대상의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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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직접 방문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불
가능한 현실적 제약도 고려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산업을
고려하였는데 중국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이면서 기술 기
반, 고 부가가치 산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규모를 고려하였
다. 소상공인과 같이 규모가 작고 영세한, 예를 들어 전통적인 도소매·음
식숙박업 등의 기업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업력을 고려하였다. 중국
의 여성기업이 대체로 2015년 이후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
가지로 유사 업력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한국의 여성기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업
력이 긴 기업도 포함하여 창업 단계 뿐 아니라 이후 성장과정에 대한 정
보도 구축하고자 하였다.
질문 내용을 사전에 마련하여 중국 측에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기업 선정 및 조사 내용의 일관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주
요 내용은 해당 장에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중국 측 연구자는 한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한국 측에서 이를 바탕으로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
을 거쳤다.

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선
행연구가 상당히 일찍이 시작되어 전반적인 여성창업의 필요성, 여성기
업의 특성과 발전을 위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최근에는 기업 경영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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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 변화 등에 주목하면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의 선행연구 초기 및 중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생존주기, 성과, 제도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하
다. 이는 각국의 여성기업 연구에 가져온 관심의 시간과 주요 내용을 반
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과 중국의 정책 역시 선행연구의 발전과 다르지 않다. 한국의 여
성기업 정책은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경영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인력, 자금, 기술개발, 판로 등 분야별로 나누어 발전해 왔으
며, 최근에는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조성 등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정책이 대응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여성기업 발전 역
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시장 환경이 상이하다는 점에
서 특정 지역에서는 기술기반의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
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의 여성기업 초기단계와 유사한 산업 분야 기
업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선행연구들을 소개함으로써 각국의 여성기업 연구가 가지
는 문제의식과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여, 이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과 중국 간 교류 협력 등의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여성기업 정책을 제한적이나마 파악하여 중국의 여성기
업이 확대되는데 기여한 점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
국의 여성기업 정책은 이제까지 한국의 문헌을 통하여 소개된 바가 드물
었으며 중국의 여성기업 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중국의 여성기업 발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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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유사한 산업분야 기업을 심층면접조사
한 연구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양국의 기술기반 기업 등
을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후 관련 연구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한국의 여성기업을 조사하고 인터뷰하여 정책과제 등을 제안한 연구
는 다수 있었지만, 중국의 여성기업 대표를 조사하여 작성한 연구는 한국
과 중국 모두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중국의 여성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과 발전의 원인
등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제한된 자료와 심층면접조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중국 전체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지역별 특
성의 차이와 경제발전의 정도 등에 따라 기업활동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이 처한 기업환경의 차이, 여성기업의 발전단계 차이, 문화적 차
이 등으로 인하여 중국의 사례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웠던 한계가 있다. 양국에서 도
출된 기업경영 관련 요인들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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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1. 선행연구
2.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 분석

1. 선행연구
가. 한국 선행연구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구체적으로 상법상의 회사에 여성이 회
사대표로 등기되어 있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대표의 주식수가 많은
회사를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위의 정의에 따른 여성기업과 기
업대표인 여성 기업인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지는데 많은 연구들에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기업들의 대다수가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으로, 여성대표가 기업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을 대
부분 수행하고 있어 여성기업과 여성 기업인이라는 대상의 구분이 어렵
고 여성 기업인의 특성이 여성기업의 성과를 비롯한 특성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전방지, 2001).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지
원 배경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지위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정
책의 한 축에 있다는 점에서 여성기업과 여성 기업인을 함께 논의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여성기업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초창
기부터 지속적으로 수행되었고, 이후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하여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관
련 통계를 구축하는 등 연구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편이라 볼 수 있
다. 한국의 여성기업 연구는 이제 성별 차이를 인식하고 남성기업과 여성
기업의 차이, 혹은 여성 기업인의 독특한 특성 등 관련 요인을 발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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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라기보다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 등을 제안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업 경영과 관련한 환경
변화나 기술 관련 문제점에 여성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가야 하는지 등
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나타난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의 차이들은 주요 생
산물에서의 차이(산업), 매출액을 비롯한 재무구조, 인력 등 기업규모 등의
객관적인 차이를 포함한다. 김영옥·임희정(2006)의 연구에서 여성기업은
저성장 업종에 편중되어 있었고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
하며 영업 연수도 짧고 경영성과 면에서 영세성과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2006: 130). 여성기업에 대한 최근의 연구(김종숙 외, 2018)에서
도 여성기업이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고,
규모가 영세하며, 업력이 길지 않고, 매출액 등에서 남성기업과 차이를
보여 기존의 연구결과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발표하는 Women’s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저소득 국가에서 소규모 도소매·음식숙
박업 중심, 저학력 여성에 의한 창업과 기업경영이 많고, 선진국으로 갈
수록 여성기업들에서의 업종도 상대적으로 다양해지고 규모도 다소 증가
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 결과는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의 양상이 달라지고 성별에 따른 기업활동에서의 차이
역시 그 규모와 내용에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의 기업활동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수준 및 여성지위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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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2010년 이전의 연구는 여성기업 창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여성기업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여성기업이 남성기업과
성과 면에서도 다르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조형래(1995)의 연구, 장수덕(2000)의 연구 등이 창업자의 특성에 따
라 사업성과에 차이가 보인다는 결과를 보였고, 이 때 주요한 특성 중 하
나로 성을 고려하였지만 여성기업에 대하여 주목하지는 않았다. 이후 전
방지(2001), 김영옥(1998) 등의 연구에서 비로소 여성기업과 여성 기업
인의 특성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여성기업과 기업인은 남성과 비교할 때
독립성, 자아실현, 소득,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하여 성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지만 위험성향이 다르고, 실업이나 직장에서의 경력성공, 경력단절 후
재취업 등에서의 어려움,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여건이 다르다는 점 등을
주목하였다(전방지, 2001: 244에서 재인용). 해당 연구결과 성별분업이
여성기업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고, 창업동기, 경영방식, 목표 등에서
남성과 다르다는 점을 보인바 있다.
최탁열·이상석(2007)의 연구에서 여성기업의 창업동기, 성공요인, 성
과간의 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학력, 관리적 능력,
기업가정신, 기술적 능력이 매출액, 시장점유율,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세·안상철(2011)의 연구는 창업 여성CEO
의 경력 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전공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직장 또는 창업경험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창업동기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창업 여성CEO의 역량
특성과 경영성과에서는 관리적 역량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가적 역량 요인과 기술적 역량 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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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기업인의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오혜미 외(2014)는 개인적 특성에 더 주목하여 여성창업가들의 심리적,
환경적, 개인적 특성들이 창업효능감과 창업동기,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심리적 요인들이 창업효능감의 탐색, 계획, 실행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적 요인들과 개인적 요인들은 집행, 실행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혜미 외, 2014: 45).
여성기업지원 정책을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이 추진되면서 그 성과에
대한 분석도 수행되었다. 마윤주·장성희(2009)도 창업지원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성 창업 지원정책은 경영성과를 향상했지만, 유용성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마윤주·장성희, 2009: 3860, 김종숙 외,
2018: 6-7 재인용) 정책의 유용성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남기정
외(2019)에 의하면 여성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남성창업기업 보다 낮아 신
용평가, 특례보증, 자금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기업 연구도 기술기반을 비롯한 환경변화에 대
응하는 내용들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정화·백윤정(2003)은
여성 벤처창업에는 세 가지 창업요인(독립 욕구, 개발 욕구 및 호의적 여건)
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한정화·백윤정, 2003: 329, 김종숙 외, 2018: 7
재인용), 박종복·양현봉(2014)도 지식과 기술기반기업에서 최고경영자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창업 활동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 창업자나 CEO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기회를 넓
혀주고 전문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박
종복·양현봉, 2014: 25, 김종숙 외, 2018: 7 재인용).
기술기반 기업에 미치는 시사점은 이청호·윤광심(2013)에서 잘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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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있는데 여성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과 기업역량은 기업의 기술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술기반 기업의 지원은 인적자원과
기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청호·윤
광심, 2013: 552, 김종숙 외, 2018: 7 재인용). 박종복(2018)은 기술기반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 기술창업기업의
초기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여성기업 및 여성 창업을 위한 별도 예산을 운영
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였다(박종복, 2018: 253, 김종숙 외, 2018: 7 재
인용).
김종숙 외(2018)에서도 여성 벤처기업은 오히려 비율이 줄어들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벤처기업에서도 여성특성에 따른 기술 쏠림,
즉 디자인 쪽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연구에
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조사하여 이후 정부 정책이 기술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분야로 집중되어
야 함을 보인 바 있다.
선행연구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면 초기에는 여성창업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주로 연구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요
인(학력이나 경험, 일·가정양립이나 자녀양육 등), 사회적 요인(여성들이
직장에서 경력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여건 등), 경제적 요인(소득 추구 등)
을 주로 보여주었다. 이후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차이와 여성기업의 애
로요인 등이 연구되었고, 정책지원의 효과 등도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정책지원과 애로요인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 경영에서 요구되는
자금, 판로, 인력,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지원정책으로 연구
가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특정 산업이나(콘텐츠 등) 지역 등에서의 여성기
업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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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들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영 환경의 변화와 여성기업이 현재 처한 위치에
서 자금이나 판로 외에 기술과 인력 지원 등으로 정책 지원 요구들이 다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술연구 외에도 여성기업 관련 정책연구들도 수행되어 왔다. 2020년
여성기업 64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기업애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기업인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일한다’는 응답이 91.4%로 높았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44.6%에 달했다.
‘일·생활균형의 어려움이 보통이상’ 높은 비율도 75.2%에 달했다. 남성
기업인과 비교하여 여성 기업인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비율도
44.6%였는데, ‘여성경영인의 능력,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 기업인 대비 외부미팅이나 거래처에
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고(26.7%), ‘남성대비 요구되는
전문성이 높아 더 많이 공부’(25.7%)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기업 내
조직문화에 있어 여성 기업인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2.1%,
‘대표로서 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
가 83.3%로 또한 높게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은 동시에 ‘관계문화’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 기업인에 대한 ‘직원의 편견에 따른
신뢰형성 애로’(47.4%), ‘남성직원과의 관계에서 소통어려움’(25.0%) 등
이 그것이다. 혁신문화 형성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조직성장을 위한 외부
자원 활용의 어려움’(53.1%), ‘안정성 추구 성향에 따라 새로운 시도 어
려움’(30.6%)이 주된 내용이었다. 위계문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권위에
따른 통제가 어려움’(51.3%), ‘강력한 리더십 부족’(33.6%) 등이 그 내용
이라 할 수 있다(김보례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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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백서(2019)를 통하여 살펴본 여성기업의 특성은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여성적 리더십과 수평적 소통 및 조직구조를 가진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영세한 기업규모와 편중된 산업분포를 가졌으며, 네트
워크가 부족하다고 보았다(김보례 외, 2019).

나. 중국 선행연구
중국 국무원은 2018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고품질 개발과 기업가 정신 고취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에 따라 창업과 혁신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 역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중국의 상황 하에서 여성기업의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段琪 외, 2020).
한국의 여성기업에 대한 초기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여성
기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창업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하는 것이다.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로, 창업동기 면에서
여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창업이 활발하고 남성은 부를
얻고 도전적인 직업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
성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Li Xinchun 외(2017)는 여성의 교육
수준, 경제적 요구, 심리적 특성,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등
을 들고 있다. Zhao Li 외(2017)의 연구에서 교육 요인은 여성창업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졸자들이 창업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공으로
여성은 경영, 과학, 기술 공학 교육보다 교양 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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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Zhang Jianmin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창업의 의지가 중요하고, 직무 요구 사항 및 작업 자원과 상당히 긍정인
관계가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중국에서도 여성 창업은 개인 서비스 및 소매와 같은 중소기업 및 소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더 다양한 산업에서 창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GEM 등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 맥을 같이 한
다고 볼 수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자금 조달 전략에 큰 차이가 있으며
여성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 특성이 은행과 벤처 자본 조달에 있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주장하고 있다(Wu Juan 외, 2016).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은 일·가정균형에 대한 지원(Wang
Feirong·Pang Xiaoxia, 2012), 고학력 여성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이 창업 정책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하
도록 하며, 기술 환경의 변화, 주변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지원
(段琪 외, 2020), 네트워크 능력은 여성의 창업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여성이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肖
成英, 2021)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 정부와 사회가 연대를 강

화하고, 여성의 특성에 맞는 훈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가적 역
량과 성과 향상에 주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다수 제
안되고 있다.
상해 청년 여성창업자 실태 조사 분석을 수행한 赵文(2021)은 최근 창
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해의 18~40세 여성 창업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젊은 여성의 기업가 활동은 정부, 여성 연맹,
공산주의 청년 연맹 및 기타 조직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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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여성 창업인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
는데 2019년 설문 조사에서 78.9%가 창업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 인센티브 제공’(58.5%), ‘편리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
(53.7%), ‘기업가 정신 교육 및 훈련’(53.7%), ‘전문 기술 및 기술 지원’(51.2%),
‘충분한 정보 서비스’(51.2%), ‘기타’(4.9%)로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가들이 가장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은 오랫동안 시행되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다. ‘현재 정부의
기업가 정책의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1.2%
가 ‘창업 자금 조달이 어렵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번거로운 승인 절차’(48.8%), ‘기업 세금과 수수료가 너무 무거워서 관련
감면이 실현되지 않음’(43.9%), ‘정보 서비스 및 정책 정보 전달이 원활
하지 않음’(41.5%), ‘전문 교육과 훈련이 불충분하거나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음’(26.8%) 등의 응답이 도출된 바 있다.3) 이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여성
기업실태조사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 시스템에 젠더 인식을
통합하고 젊은 여성창업가에게 특별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 둘째, 젊은
여성창업가를 위한 교육 서비스 체계를 강화 및 개선하고, 이들을 육성하
여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남녀 평등한 기업 문화와 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성은 주로 바깥일을 하고 여성은 주로
살림을 한다(男主外, 女主内)” 와 같은 전통사상이 남아있어 성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여성 연맹과 공산주의 청년 연맹은
물론 각급 당과 정부가 성 평등의 기본 정책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3) 赵文(2021), 上海青年女性创业者状况调查分析.河北青年管理干部学院学报, 1(33),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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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등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젊은 여
성창업가들이 일과 가족 책임의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및 육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4)
2018년 중국여성기업가협회와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수행5)한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한 제안 역시 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문화적 여론을 조성하고 중소 민간기업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여
건 조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전통관념의 불리한 영향이 여성
기업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유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여성 기업인은 대부분 중소형
민간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시장화 개혁과 더불어 공정한 경
쟁 환경을 만들고, 사회 전반에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가정신을 널리
알리며, 혁신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 문화, 금융환경 등을 육
성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가사·노후·유아 보육 등 사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여성 기업인의 사업과 가족 역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사회서비스 관련 업종의 발
전을 더욱 지원하고 장려하며, 여성 기업인의 발전을 위해 돌봄과 가사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성 평등적인 취업과 직업발전을 촉진하고, 창조적인 인재의 효율적 공급
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성 기업인의 인력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여성 기업인은 주로 마케팅과 재무 분야의 직
업을 가진 경험이 있었고 시장에 대한 예민한 감각, 디지털처리의 세심함,

4) 赵文(2021), 上海青年女性创业者状况调查分析.河北青年管理干部学院学报, 1(33), 5-11.
5) 해당 조사는 2016년 8월~12월에 걸쳐 처음으로 진행된 대규모 여성기업 실태조사임(중국경제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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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처리에 능숙함 등을 포함하여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IT)산업을 이용
하여 이동통신과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좋은 직장으로의 경로를 만들어 성 평등 취업과 직업발전을 촉진하며, 창
의적 인재공급 확대에 힘써 여성 기업인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동 보고서는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비
용을 절감하여 여성 기업인의 성장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성 기
업인이 기업인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현재의 중국 기업 신용
상황에 대한 판단, 급여수준 만족도, 기타 이타주의로 경영하려는 동기
(우수한 사람과 함께 일하기, 남을 더 잘 도울 수 있음) 등이 있지만 반면
기업인으로 계속 일하고 싶지 않은 요인으로 인건비 상승, 중국내 수요
부족, 기업 이익 저하, 세금 부담과 이기주의적인 동기 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신용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원가를 절감해 기업인
의 신뢰와 성장동력을 높이고, 여성 기업인의 창업혁신 동기를 끌어내야
한다. 다섯째, 여성 우위의 생활서비스업·고급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
는 것이다. 여성 기업인들은 「135기간」6)에 노후대비, 관광레저, 인터넷
및 IT서비스, 신에너지, 교육훈련, 친환경, 의약, 현대물류, 문화창의 업
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中国经济报告, 2018). 해당
분야 창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한국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하면서 남녀 기업인의 특성과 정책지원 요구들에 집중되어 있다. 상
대적으로 기업의 생존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들, 기업성과나 제도 효과

6)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년 계획요강 줄여서 ‘13-15’ 계획(2016~2020년).

48 ❙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등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편이다. 그 원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기
업의 창업이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되어 관련 연구 역시 최근에 집중되었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2.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 분석
가. 한국의 지원정책
1) 여성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한국에서 중소기업 및 창업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중소
벤처기업부이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
무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창
업·벤처기업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7) 여성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이루고 있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6. 1. 제정)」의 소관부처가 중소벤처
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 정책총괄과)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의 정부부처와 지방
자치단체도 여성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
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8)”

7)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문서명: 정부조직법 [시행 2021. 8. 9.] [법률 제18293호, 2021. 7. 8,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정부조직법(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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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여성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
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9)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법정 단체로 설립되어 있
으며, 동 협회 내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지원사업 등과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지원사업
운영의 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 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여성경제연
구소가 설치되어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 백서를 비롯하여 여성기
업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
절여성들에게 창업정보 제공, 창업지원 상담,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일
환으로 이공계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준비활동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10) 산업통상자원부는 IT여성기업인협회 공모를 통해 선정
된 아이디어를 구현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여성(기업) 협업 프로젝트
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창업·경영 사례분석 스터디 팀을 운영하고
있다.11)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에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문서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여성기업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06호, 2021. 4.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검색일: 2021.
9. 3.).
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7조(실태조사). 출처는 위의
각주와 동일함.
10) 관계부처 합동(2019. 3. 29),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안].
11) (사)IT여성기업인협회(Kibwa)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명: 차세대 ICT 여성리더 육성, http://www.kib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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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두 부처의 기업인증제도(가족친화인증기
업, 성과공유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 간에 우대나 가점 부
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창업교육훈
련을 수료한 경력단절여성의 참여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간에 창업 관련 협업프로그램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역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
처기업부(2020: 49)의 「’20∼’24년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
본계획」에 의하면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시·도가 여성기업지원에 관
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7년 1월 5일에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
기구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12)(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9. 11. 13).

2) 중앙정부의 중소 창업기업 지원정책과 여성기업 지원정책 동향
한국의 여성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혹은 사업체) 혹은 소상공인이므
로 대부분의 여성기업은 위에서 열거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여러 정부부처에 걸쳐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중소기업

org/business/leader(검색일: 2021. 9. 3).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문서명: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5.] [서울특별
시조례 제6387호, 2017. 1. 5, 제정] https://www.law.go.kr/법령/여성기업(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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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3년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
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3) 중소기업 정책에 참여하는 정부부
처의 예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특
허청, 관세청, 조달청 등을 들 수 있다. 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현황
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다(대
한민국정부, 2020. 9). 동 계획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4가지 전략분야
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생업유지
와 경영안정 지원, 재기안전망 확충, 소상공인의 영업부담 경감, 중소기
업의 활력 회복과 신산업으로의 재편 지원 등이 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정책으로 비대면, 디지털, 그린
등 유망분야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
를 위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적 기반 확충,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디
지털 전환 촉진, 스마트 상점·디지털 전통시장·디지털 상관 육성 등의 정
책이 있다.
셋째, 전통기업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 지원 정책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체의 제조공정 및 R&D 혁신 지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판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자상한 기업’
발굴 등의 상생협력 확산과 불공정거래 근절 정책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의 전달체
계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간 주도 방식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특허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문서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26호, 2020. 12. 8, 일부
개정]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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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나 가치금액에 대한 스마트 평가(AI활용), 심사체계 고도화와 금융
신뢰성 제고,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등의 정책이 있다.

표 2-1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4년)의 주요 내용
전략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전통기업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포함) 지원
정책전달체계 혁신

정책과제
1) 소상공인 생업유지-경영안정 지원 및 재기안전망 확충
2) 소상공인 영업부담 경감 및 위기 중소기업 지원체계 강화
3) 비대면·디지털·그린 등 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
4)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 플랫폼 및 제도적 기반 확충
5) 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등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촉진
6) 스마트상점·디지털 전통시장·디지털 상권 육성
7) 굴뚝 제조공장 등 전통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및 R&D 혁신
8) 소상공인·전통시장 판로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
9)‘ Brand K’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 및 인력 지원 강화
10) ‘자상한 기업’ 등 상생협력 확산 및 불공정거래 근절 도모
11)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정책전달체계 고도화 및 협업체계 강화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정책도 주관하며 여기에도 다양한 정부부
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특허청)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3년마다 창업 촉진과 창업자
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4)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계획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 창업지원정책은 창업단계별, 창업분야별, 사업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문서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창업지원법(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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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지원대상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창업단계별
정책으로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을 대표
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창업분야별로는 문화예술, 관광사업, 농식품, 기상
기후산업, 반려동물산업, 혁신분야(비대면 유망분야), ICT, 바이오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통
상적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 사업유형 구분은 사업화, R&D, 시설·공간·
보육,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6개 유형이다. 중소벤처
기업부(2021)에 의하면 2021년 중앙부처의 창업지원사업 유형별 예산
규모와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2

2021년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유형별 예산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화

R&D

시설‧보육

창업교육

멘토링

행사

합계

예산

8,359

4,203

718

805

201

82

14,368

(비율)

(57.6)

(27.7)

(7.1)

(5.5)

(1.5)

(0.6)

(100)

사업수

47

5

8

10

10

10

90

(비율)

(48.5)

(3.1)

(23.7)

(7.7)

(9.8)

(7.2)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1. 8),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년), p. 4.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
하기센터를 통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분야 중심의 여성 창업수요를 발굴하고 창업 초기단계를 위한 지원을 해
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창업정책 정보제공,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
육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창업지원 컨설팅, 창업교육, 창
업자금, 창업공간 등에 관한 지원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
재지 지역별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여성들이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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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와준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창업매
니저의 도움을 받아 창업에 성공한 여성은 5,362명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여성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영세한 기업이 많고 업종도 숙박·음
식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등의 비중이 높아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이 낮
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병
행하여 여성기업과 여성 기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부처가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
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
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15) 동 법률
제정 이후 매년 발표되었던 기본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탐
색한 결과 2000년에서 2004년에 발표되었던 기본계획에 관한 자료를 구
하기 어려웠다. 신문기사를 통해서만 매년 계획이 발표되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이다. 2005년도 기본계획부터 2019년까지 기본계획 발
표자료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 탑재되어 있다.
2005년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여성기업에 관해 다수의 정책이 추진
되었다.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4)에 의하면 2003년과 2004년
에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 지원예산은 각각 46억과 46억 8천만 원이었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문서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약칭: 여성기업법) [시행 1999. 6. 1.] [법률
제5818호, 1999. 2. 5, 제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8659&ancYd=19990205&anc
No=05818&efYd=199906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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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연간 14억 원, 여성창업 강좌 개설에 연간
6.5억 원 등이 투입되었다.

표 2-3

2003~2004년도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 지원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규모
2003년

2004년

◦ 여성창업 활성화

2,150

2,150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1,400

1,400

- 여성창업 강좌 개설

650

650

-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100

100

◦ 여성기업 유망업종의 발굴·육성

970

1,070

- 여성기업패션전용관 운영

400

400

- 패션 및 귀금속 전시회 참가 지원

370

470

- e-랜서 육성 지원

200

300

◦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1,480

1,460

- 여성벤처 투자촉진 지원

100

100

- 경영·정보화 연수 실시

200

200

- 여성기업 우수상품 박람회 개최

300

310

- 국내유망업종 전시회 참가 지원

300

260

- 우수 여성기업제품 홍보 지원

300

300

- 해외시장개척단·연수단

150

180

-

50

- 여성벤처기업 사례발표(신규)
-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용역(신규)
- 여성기업 실태조사(제외)
합 계

-

60

130

-

4,600

4,680

자료: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4), 선진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및 실질적인 여성기업지원사업 수립 방안, p. 24.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내용은 크게 여성창업 촉진 정책과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자금, 인력, 판로, 네트워킹, 해외진출, 여성 기업인 역량제고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여성창업 촉진 정책 측면의 정책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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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창업 촉진 정책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교육,
창업정보 및 지식 제공, 소상공인 창업정보 제공 등이 주를 이루었다가,
2006년에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한 이후로
고부가가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즉, 여성
창업자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식과 감성 기반의 창업 아이템 발굴
(예, 콤플렉스 상담, UCC기반 창업, 광고카피컨설팅, 파티플래너, 인터
넷마케팅 관리사 등)을 지원하고 창업교육에도 활용하였다.16) 그 후로도
오늘날까지 고부가가치 분야로 여성창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활동촉진 5개년 계획
(2020~2024년)」에 의하면 여성기업이 전체 기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율이
높고(여성기업 96.2%, 전체 기업 93.3%), 영세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의 비중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술기반
업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창업에서도 정보통신, 교육,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이 남성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중소벤처기
업부, 2020).

표 2-4

여성창업 촉진 지원정책의 흐름
2005년~2007년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 창업교육 강화 및 자금지원
- 창업사전 정보·지식의 제공
- 소상공인 창업정보 제공

2008년 이후
- 고부가가치 창업아이템 발굴
-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멘토링 기능 강화
- 성공창업사례 전파교육 실시
- 1인 여성기업 창업 촉진
- 창업보육 역량 증대
- 여성창업 구조 전환

자료: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12), 2011 여성기업 백서, p. 87.

16) 중소기업청(2010), ’10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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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 측면에서는 초기(2003~2004년)부터 여성 기
업인 연수,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해외진출 지원이 이루어졌고, 자금지
원은 그보다 후에 시작되었다. 2006년과 2007년 즈음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기술보증, 여성기업 전문 투자펀드 조성이 이루어졌
다. 첫 번째 여성기업 펀드(2006년)는 성과가 좋지 않아 자본금을 회수하
지 못했고, 2014년에 다시 100억원의 여성기업 펀드가 조성되었으며(신
선미 외, 2016: 32)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기업의 인력부
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플랫폼, 여성경제인 데스
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는 기업회원과 전문인력 간
일자리 매칭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클라우드 업무용 SW 대
여, 무료 자문상담, 구인광고 포탈에 유료 광고 지원 등의 서비스도 지원
하고 있다.17) 여성경제인데스크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수출,
경영전략 등에 관해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2021년 현재 여
성기업 육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5

구분

창업

여성기업 육성 지원정책의 주요 사업현황(2021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여성 창업보육 센터 운영

▪18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공간(241개실 내외) ▪예비창업자,
및 멘토링 제공
▪창업 3년 미만

▪W-여성창업 패키지

▪여성과학기술인, 기술창업자 대상 교육-멘토링-사업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여성(예비)창업자
* 교육, 멘토링: 200개사, 사업화지원: 30개사

▪여성창업 경진대회

▪여성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 여성창업자 시상 ▪예비창업자,
* 중기부장관상 등 총 32팀 시상 총상금 4,700만원
▪창업 5년 미만

17)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명: (변경)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서비스 안내, https://www.
iljarihub.or.kr/wesc/main/main.do(검색일: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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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구분

계속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 TV홈쇼핑 및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교육 → 멘토링 →
▪W-디지털 판로지원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 지원
패키지
▪여성기업
* 500개사교육, 50개사를 선정하여 멘토링·TV홈쇼핑, 라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이브커머스, SNS 홍보 지원
판로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우선구매 등을 위한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법에 따른 여
서 발급
성기업

▪공공구매 실무 교육

▪전자입찰 등, 공공구매 실무 교육 운영

▪여성기업

▪여성기업 제품 공공 구매
▪여성기업 제품홍보 지원 및 사이트 운영, 디지털 북 제작 ▪여성기업
홍보
수출

인력

▪W-수출 성공전략 패키지

▪여성기업 수출 등 해외 진출을 위해 교육(300명) → 멘토
▪여성기업
링 및 사업화지원(50개사)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플
랫폼

▪여성기업 인력 채용을 위한 여성기업 전담 매니저 1:1 매
칭지원, 인재 발굴 및 비대면 면접 등 지원(www.iljari ▪여성기업
hub.or.kr)

▪여성경제인 데스크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수출, 경영전략 등을 온·오
▪예비 여성창업자
프라인 상담(www.desk.or.kr)
▪여성기업
* 전국 센터에 창업, 수출, 노무, 자금 전문가 7명 상주

▪여성기업 대사단

▪데스크 상담 후 자금, 수출,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심층 상 ▪예비 여성창업자
담을 원하는 여성기업에 멘토링 진행
▪여성기업

▪여성 CEO 최고경영자 ▪여성 CEO, 임원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리더십, 경영전략 ▪예비 여성창업자
과정
등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행(분야별 총 4회 600명) ▪여성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 1. 28), 중기부, ’21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공고.

3)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정책분야별로 살
펴보면 창업, 판로, 네트워킹 지원사업이 가장 많으며, 사업주의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사업들도 다수
있다. 창업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창업공간 마련 및 입주 여성기업 지원
이 대부분이다. 그 밖에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판로지원사업으로는 해외판로지원과 우수기업제품 홍보지원, 기타
마케팅 지원이 있다. 네트워킹 지원은 주로 여성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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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회, 워크숍, 연수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주요 지원정책의 내용은 아
래와 같다.
표 2-6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2020. 12.)

구분

사업내용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입주공간 지원, 컨설팅-마켓팅 지원)

창업

교육

자금
공공구매

네트워킹

우대

- 여성창업플라자운영
- 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 운영
- 그린 IT 여성창업 지원
- 여성창업지원(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창업동아리 판로, 박람회, 간담회 지원)
- 창업동아리 운영
- 대구여성첨단벤처 지원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 확장사업 지원
- 환경개선사업 지원(여성보육시설 리모델링)
- 여성창업지원시설 운영
- 여성창업지원사업(꿈마루, 여성창업보육센터, 여성창업실, 등)
- 전남 여성 창업경진대회
- 여성CEO 글로벌 핀테크 교육
- 여성경제인 경영세미나 / 연수 지원
- 여성 소자본 창업교육
- 여성최고경영자과정
- 제주여성CEO 경영프로그램
- 여성 고용우수 특별자금
- 여성기업 자금지원(이차보전) 우대
-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
- 여성기업 관련단체 지원
- 여성경제인대회 지원
- 여성 기업인 BI교류회 및 워크숍 지원
- 여성친화기업 협약
- 여성기업 역량강화사업(네트워킹, 세미나)
- 여성 경영인 육성 리더십 스쿨 운영
- 호남권 여성 CEO 경영연수 및 제품교류회
- 창업보육시설 입주 시 가점 부여
- 우수 여성 기업인 선정(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여성기업 자금지원 가점 부여(2점)
- 여성기업 경영자금/시설자금 우대
- 차세대 융복합기술개발 지원 사업 선정시 여성기업 가점(2점)
- 긴급경영자금
- 여성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1점)
- 세종창업키움센터 여성기업 입주시 가점제도 운영
- 우수 여성기업 선정사업
- 충남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3점)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 자금 선정 시 가점(5점)
- 우수 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2점)
- 여성기업 운전자금 우대(융자한도 최대 3억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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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
서울,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서울
서울
대구
대구
대구
대구
인천
인천
대전
경기
전남
부산
울산, 경북, 경남
경남
경남
제주
서울
대전
서울
서울, 충남
대구, 울산, 경북
대전
대전
세종, 전남
전북
전북
서울
부산
부산
대구, 울산, 세종,
충남, 제주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북
경북

표 2-6

계속

구분

판로

사업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

- 여성기업 해외판로 개척
- 여성기업제춤 판로 확대
- 여성창업지원(상품화 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 여성기업우수제품 홍보전 및 박람회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
-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판로확대 전시회, 홍보물, 마케팅 강좌 지원 등)
-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개발

대구, 경북
광주
광주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제주
울산, 전남
경기
충북
제주

- 디자인개발지원

제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4년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2020. 12)」, pp. 49-57.

나. 중국의 지원정책
1) 창업 및 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중국의 창업 및 기업 지원정책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무관하
게 제공되는 정책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의 여성창업 활성화는 중국 전체적인 창업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
들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
책은 여성기업 지원 정책이 다양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술했지만 중국에
서는 여성기업 정책이 그리 다양하지 않고, 여성 창업이 전체 창업과 맥
을 같이 하므로 전체 창업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지원 정책은 창업부터 기업의 성장 주기에 따른 지원
까지 범위가 더 넓다. 중국의 기업지원 정책은 창업 지원에 상당히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창업 촉진 기간이 짧아 이후 성장주기에 따른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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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른바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
创))」이라는 총리의 지침에 따라, 민간 창업이 경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은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
용을 완화·폐지하는 등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2017년 6월에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 건설」
을 공표하였다. 2018년에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고품질 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가 정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추진되어 각 지역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8) 그 세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솽창 업그레이드 방안 마련을 위한 8가지 정책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방관복개혁(放管服改革)을 통하여 혁신적인 창업 활성화와 공정한 시
장환경을 조성하여 창업 환경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② 재정세금정
책의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창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 구매 정
책을 보완하며 동시에 지식재산권관리서비스체계를 구축·보완한다. ③
과학 연구인력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창업을 장려하며 대학생을 위한 혁
신적인 창업 교육 양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농민, 귀향, 귀국 및 해외 인
재들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하여 대상을 넓히고 지속적
인 창업능력을 향상시킨다. ④ 혁신적인 선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
해 대학-기업 간의 기술성과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⑤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 및 구조와 시설 등의 기반시설(孵化机构)과 창업공간 서비스(众创空
间服务水平)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중소기업 융합발전 플랫폼을 구축한

다. 즉, 「인터넷+」의 혁신적인 창업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브랜드화하
여 창업 플랫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⑥ 금융기관의 혁신창업융자

18) 중소기업연구원(2019),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pp. 2~5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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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유도하고, 혁신창업의 지원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직접융자
채널을 다양화하며 금융서비스를 보완한다. ⑦ 글로벌 혁신창업 클러스
터를 육성하고, 솽창 시범기지로 시범역할을 유도하여 혁신창업의 발전
을 가속화한다. ⑧ 전반적인 창업 정책을 강화하고, 세부정책을 시행하며
혁신적인 창업 경험 확산을 실현한다.19)
솽창(双创)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혁신과 창업이 결합하는 정도가
끊임없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
다는 것이다. 과학분야 연구자의 기술혁신은 외부압력을 내적동력으로
전환시켜 대기업의 혁신 동력을 불러일으켰고,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즉, 다방면에서의 정책추진 결과로 과학기술 성과
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첨단기술산업지도보(中国高
新技术产业导报)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전국 기술계약 거래액(全国技术
合同成交额)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조 3,400억 원에 달했으며 주로

전자정보, 첨단제조 등 중점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중국과학원의 종양
면역표적소분자억제제( 中科院肿瘤免疫靶向小分子抑制剂成果)는 4억
5,700만 달러에 이전돼 국내 제약업계에서 가장 큰 기술거래가 되었으
며, 2017년 청화대학은 79개의 과학기술 성과(405건의 특허기술 포함)
를 신규 전환시켜 4억 5천만 위안의 성과를 내었으며, 새로 설립된 파생
기업의 수는 34개에 달했다.20)
과학기술혁신은 솽창을 통해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였고 동시에 과학
기술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기술거래를 더욱 활발하게 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원동력과 추진력이 되었다.
19) 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 “双创” 升级版的意见.
20) 中国高新技术产业导报, http://www.chinahightech.com/html/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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솽창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활
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경제 발전의 내적 동력을 강화하였다는데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각종 정책과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국의 솽창 환경
은 최적화되고 있으며, ‘6가지 성장(六增长)’21)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환경
구축과 취업촉진 등에 기여하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2016).

2) 지역별 기업 지원 정책 사례
가) 상하이22)
상하이의 창업 지원정책은 각 지역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푸둥구와 황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비 보조금이 있다. 대상 집단은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대상1은 2015년 1월 1일부터 푸둥신구에 신규등록 후 창업에 성공
한 본 시의 호적을 가진 창업자이다. 창업자 본인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납부한 지 3개월이 지난 상하이시 거주증을 보유한 외성시 호적창업자는
취업효과가 큰 인력(1명당 6명 이상, 본지호적근로자)을 고용시 동등한
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조금 규모는 창업기업 당 2,000위안의 설립수수
료를 지원한다. 대상2는 졸업 후 5년 이내에 본 시의 대학교 전문대학 졸
업자나 상하이시 거주증을 소지한 학부 이상의 졸업자가 만든 스타트업
조직으로, 창업자 본인과 종사자가 사회보험을 납부한 지 3개월이 지난
창업기업에 5,000위안의 설립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상3은 만 35세 이하
21) ① 새로 늘어난 시장주체가 빠른 속도로 성장, ② 초기 창업 기업의 고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③ 대기업
솽창지원 플랫폼이 대폭 늘어남, ④ 기술시장거래가 뚜렷이 증가, ⑤ 전략적 신흥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⑥ 신삼판 (新三板)에 상장된 기업이 갑절로 증가.
22) 상하이시 푸둥구 사이트(http://jiuye.pudong.gov.cn/), 상하이시 황푸구 사이트(https://www.shhuang
pu.gov.cn/)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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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둥신구 호적을 가진 사람이 귀향해 농업 관련 창업에 종사하여, 해당
시의 호적을 가진 6인 이상의 사업체이며, 사회보험 납부를 6개월 이상
하였을 경우 3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 창업대출금 이자보조 지원이 있다. 대상은 상하이시 개업 대출과
신구(新区) 시민 창업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기간 내에 대출원리금을 갚거나
대신 갚는 창업기업, 상하이시 거주증을 가진 외성시 호적창업자가 고용
촉진 효과가 큰 경우 같은 지원을 받는다. 지원액은 조건에 따라23) 1인당
연간 3,000위안을 넘지 않는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며, 대출할인은 실제 지
불하는 은행의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세 번째, 창업전세 보조금이 있다. 대상자는 2그룹으로 나뉘는데 대상1
은 2015년 1월 1일부터는 본 시의 호적 창업자가 푸둥신구에 새로 만든
창업기업 요건에 맞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하이시 거주증을 보유한 외성시 호적 창업자가 고용성과를 낸 경
우에도 동등한 보조금을 받는다. 지원액은 조건에 따라 1인당 연간
4,5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전월세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월세 보조금
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총액을 최고로 초과하지 않는다. 대상2는 졸업
후 5년 이내에 본 시의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생 또는 상하이시 거주증을
소지한 학부 이상의 졸업생이 설립한 창업기업으로, 창업단지, 대학생 창
업기지 또는 기타 푸둥신구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부서가 인정하는 장
소에서 창업한 경우이다. 이에 대한 지원은 조건에 따라 1제곱 미터당
2.5위안, 1인당 최고 10제곱미터를 지급하며, 총 급여 면적은 60제곱미
터를 넘지 않으며, 임대료 지원액은 최대 실제 지급한 임대료 총액을 초

23) 푸등신구 호적을 가진 인력 고용 수 및 안정적 취업상황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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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장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넷째, 사회보험료 보조금 지원이 있다. 대상은 푸둥신구에 신설된 창
업기업으로 푸동신구 호적의 인력을 고용하고, 규정에 따라 종사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반년 이상 사회보험을 납부한 기업이다. 지원
액은 전년도 상하이시 직원 월평균 임금의 60%를 납부하는 기업에 사회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며, 연간 보조금 액수는 10만 위안을 넘지 않으
며 종사자당 최대 36개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스타트업 일회성 보조금이 있다. 대상은 푸둥신구
인적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인정한 스타트업 단지, 대학생 창업기지와
창업인큐베이터 등 서비스 플랫폼(이하 서비스 플랫폼)으로 초기 스타트업
조직을 위한 창업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한 기업
이다. 창업기업 신설시 지역 서비스 플랫폼은 3,000위안, 시 서비스 플랫
폼은 4,000위안, 국가 서비스 플랫폼은 5,000위안씩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섯 번째, 창업선도 기업 일회성 보조금이 있다. 두 집단의 대상이 있
는데 대상1은 푸둥신구 인적자원·사회보장 부문이 주관하는 창업선도기
관에서 창업선도자 칭호를 받은 창업기업으로 일시불 5,000원을 지원한
다. 대상2는 상하이시 인적자원·사회보장 부문에서 주관하는 창업선도기
관에서 창업선도자 칭호를 받은 창업기업으로 일회성 보조금 10,000원
을 지원한다.

나) 광둥성 둥관시24)
광둥성 둥관시는 2016년 1월과 2016년 5월 창업인큐베이터 지원, 창업

24) 赵伟顺 社会性别视角下东莞市创业政策研究, p. 16, https://cnk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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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수당, 창업교육, 일회성 창업지원, 임대료 지원, 창업유발취
업수당, 소액창업대출 등 총 7개 창업 관련 정책법을 발표했다. 개인 대
상의 창업정책은 창업훈련수당, 일회성 창업지원, 임대료 지원, 창업 및
취업 유발수당, 소액창업대출 5개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며
남녀 근로자의 근로연령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개인이 둥관시에서 창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관련 지원금 또는 보조
금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일반계 고등학교·직업학교·기공원 학생(재학 및 졸업 5년 이내)
과 해외 유학인원(졸업장 수령 5년 이내)이 둥관에 정착한 제대군
인, 실업자 등록, 취업 애로자 중 하나로 2016년 이후 둥관에서 창
업에 성공한 뒤 일회성 5,000위안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b) 위에 언급된 대상들은 2016년과 이후 둥관시에 기업체 등록을
하고 둥관시 인적자원부문의 인증을 받은 창업인큐베이팅캠프에
입주해 창업할 경우 연간 최대 6,000위안, 최장 3년간 1만 8,000
위안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c) 창업자는 일정 조건에 부합되면 둥관 시내 우체국 각 지점이나
둥관 시내 자오상은행 각 지점에서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서
류 제출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20만 위안까지 창업대출을 받을 수
있다.
(d) 2016년 이후 설립된 스타트업은 둥관에 정착한 근로자를 취업
시키고 1년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내면 취업자를 실제 고용한 사람 수에 따라 일인당 2,000위안~
3,000위안의 창업유발 취업급여를 최대 3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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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관시에 창업 인큐베이팅 기지를 설립하면 얻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과 같다.

(a) 시급 창업 인큐베이팅캠프로 지정되면 기지당 20만 위안, 시급
시범 창업 인큐베이팅캠프로 지정되면 30만 위안을 지원받는다.
창업 인큐베이팅 기지는 정책적 지원도 받는다. 창업 인큐베이팅
기지로 인정받는 창업자나 스타트업 진출 요건에 맞는 창업자에게
는 창업인큐베이팅 서비스 보조금, 창업훈련수당, 일회성 창업지
원, 임대료 지원, 창업유발 취업지원금, 소액 창업대출 금리할인,
입주정책 등 각종 지원자금과 혜택을 제공한다.
(b) 창업 인큐베이팅 단지는 창업자와 1년 이상 창업인큐베이팅 서
비스 계약(장세 감면 제외)을 완료하고 창업자 등록을 마친 뒤 둥관
에서 계속 운영하여 실제 창업 성공여부에 따라 3,000~5,000위안
의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보조금을 준다.

위에서 살펴본 두 지역의 정책지원 사례들을 보면,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는 보조금이
나 지원금 정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창업의 다양한 요소, 예
를 들어 인력, 창업자금, 정주 지원 등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광둥성에서는 수당과 보조금 정책도 다수 있지만 창업
인큐베이팅과 교육 등에도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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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여성대상 창업정책은 2015년 중국의 「대중창업혁신 추진에 대한 정책
(국발 2015-9호)」25) 이후 같은 해 전국 부녀연합회에서 「여성의 창업창
신에 관한 의견」을 제정·하달함으로써 IT 활용 창업에 참여하도록 하였
다.26) 이미 「중국부녀발전기획개요 2011~2020」에서도 여성창업에 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내용 역시 완선, 기능양성, 세금감면, 이자
보조대출, 추적 지도 등을 포함27)하고 있었는데, 창업활성화 조치들 이후
그 각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인협회와 유사하게 중국여성기업가협회(China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CAWE)는 1985년부터 설립
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등록을 거쳐 중국내 유일한 사단법인 자격
을 갖춘 전국단위의 비영리 여성기업가 연합조직이다. 중국여성기업가협
회는 중국기업연합회와 중화전국여성연합회의 단체 회원으로 2000년 유
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지위를 획득했다. 중국 여성기업가협회는 업무
를 주관하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사단 등록관리기관인 민
정부의 업무 지도·감독 관리를 받는다. 중국여성기업가협회는 회원등록
제이며 정기적으로 전문가 강좌 전문지식학습을 조직하여 여성 사업가들
은 시야를 넓히고 기업 CEO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에 힘쓰고 있다.
중국여성기업가협회는 우수 여성기업가 국제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25) 关于发展众创空间推进大众创新创业的指导意见(国发(2015, 9号).
26) 国务院妇女儿童工作委员会(http://www.nwccw.gov.cn/2017-05/26/content_158550.htm).
27)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http://www.gov.cn/gongbao/content/2011/content_19272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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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여성기업가”, “우수 창업여성” 등의 표창행사를 열고 유엔 지속가
능발전위원회 회의, 유엔 NGO 연차총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글
로벌 여성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단체로 참가하는 등 해외 여성기업가
들과 폭넓은 경제교류와 협력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28)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여성기업인상회는 1995년 5월 25일 정식으로
설립되어 전국공상련(全国工商联) 직속으로, 전국의 대표적인 여성기업
가가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조직으로 각 업종의 우수기업들이 모여 있
다.29) 해당 조직에서 시행하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부녀창업대출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조건에 부합되
는 도시와 농촌 부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창업과 취업에 쓰는 대출 지원
업무이다. 둘째, 여성 소액담보대출이다. 이 정책은 2009년 7월 전국부
녀연합회가 재정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중국인민은행과 함께 공동
으로 발표한 「소액 담보대출의 재정할인 정책을 보완하여 여성의 창업과
취업을 촉진할 것에 관한 통지」에 의거한 것이다. 셋째, 여성창업 훈련기
금이다. 여성의 창업행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창업과 재취업을 지원하
며, 이에 중국 여성발전기금회는 여성창업 양성기금을 설립하였다.30)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누적 여성창업 소액담보대출은 3,800여억
원, 중앙과 지방 재정보조이자 자금은 4백여억 위안에 이른다.
부녀창업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다.31)

28) 中国女企业家协会(http://www.cawe.org.cn/).
29) 中国女企业家协会(http://www.cawe.org.cn/portal/systemArticle?catID=115&articleID=1&navParen
tID=2&navMenuID=21).
30) 全国妇联(http://www.women.org.cn/).
31)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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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지방호적을 소유하고 있는 만18~60(50)세의 신체가 건강하고
일정한 노동과 창업기능 및 창업프로젝트가 있으며 각급 부녀연
합회가 표창한 부녀대표
2. 각급 부녀연합회가 지원하는 재배·양식·가공 또는 청부업자
3. 국가유관부문에서 인증한 농산품 여대리인
4. 귀향창업을 하는 여대학생, 여농민공
5. 여성 기업인 혹은 여성취업을 위주로 하는 농촌합작사, 협회·연
합체 등
자료: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4) 지역별 여성기업 지원 정책 사례
가) 텐진시32)
톈진(天津) 여성창업서비스센터(2000년 10월) 설립이 눈에 띄는 실적
이다. 톈진여성창업센터는 유엔개발계획(UNDP), 호주국제발전기구(IPT)
와 중국 정부의 합작 프로젝트이자 중국에 설립된 최초의 여성창업 인큐
베이팅센터다. 프로젝트는 외경무역부 중국국제경제기술교류센터가 수행
한다. 센터는 중국 하이테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업 인큐베이
터 개념을 차용해 외국의 경험에 근거해 확장하고 능력 있는 실직 여성을
지원하며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만들며, 그 기업의 발전을 통해 더 많
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퇴직자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퇴직
창업 여성을 시장경제 발전에 부응하는 경영관리 인력으로 육성하여 지
방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여성 창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32) 居凌云, 女性创业的现状与促进对策研究, p. 48(https://cnk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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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서비스센터의 주요 역할은 입주 기업을 위한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발전을 돕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비즈니스 컨설팅 및
기업설립 플랫폼 기능을 담당한다. 센터는 비즈니스 및 세무, 환경보호,
위생 허가증 등 관련 수속을 돕고, 상공업 자영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관
리비와 세금징수를 한다. 이 밖에 센터가 채용한 전문가 및 지원자는 경
영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무료로 진단과 상담을 해준다. ② 교육 및
기업 진단 상담 플랫폼이 존재한다. 여성 창업자는 교육을 통해 창업 역
량을 키우고 선진적인 기업 관리를 운용하는 이념과 지식화를 통해 기업
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③ 홍보 및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한다.
센터는 언론 보도 및 각급 정부와 사회 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의 홍보력과 영향력을 높여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며, 전시회, 비즈니스
고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④ 대출 및
융자 플랫폼 기능이 있다. 일부 기업은 센터의 추천을 받아 은행 영업실
사를 거쳐 은행 대출이나 대출 한도를 받아 기업을 발전시켰다. ⑤ 무료
공유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전화기 및 트렁크 설
치, 탕비실, 안전, 녹화 등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타자·복사·
팩스·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33)

나) 절강성
위의 사례들과 달리 중국의 지역별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성창업
지원 정책도 있다. 농촌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기술기반 창업 보다는
보다 전통적인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

33) 居凌云, 女性创业的现状与促进对策研究, p. 49(https://cnk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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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같은 소상공 분야는 아니며 농업의 고도화와 관
광업 등에서의 플랫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18년 절강성 부녀연합회에서는 여성창업에 대하여 3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첫째, 관광국과 연합하여 「농촌 관광산업의 여성 창업 촉진
3년 행동계획(2018~2020)」34)을 제정하달 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농촌
관광업에서 고유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농촌 관광을 발전시키고, 농
업과 관광을 결합한 실물 경제를 실현하며, 농촌 관광업 여성 창업, 여성
창업자 및 종사자의 경영관리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주요 내
용이다.
두 번째로 같은 해 5월, 성 부녀연합회·성 농촌신용사연합과 성 여성
기업가협회는 「농촌진흥에 도시와 농촌의 부녀자가 참여하는 것을 지원
하기 위한 의견」35)을 제정하달 하였다. 기관과 금융 서비스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여성의 농촌 진흥 참여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의 창업과 농촌 현대화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의 강도와 서비스 수준
을 높이고자 한다. 세 번째로, 「농촌진흥 여성운동을 통한 높은 수준의
농촌 농업 현대화 실현 실시 방안」36)을 추가적으로 배포했다. 적극적 홍
보 및 중점 지원과 안내 등의 조치를 통해 농촌 진흥에 참여하는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와 농촌 여성의 공동 부양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여성 역량을 결집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34) 助力乡村旅游促进巾帼创业三年行动计划(2018-2020年)(절강성부녀연합회2018)2호).
35) 关于支持城乡妇女参与乡村振兴的意见(浙妇(2018)18호).
36) 实施乡村振兴巾帼行动服务高水平农业农村现代化建设工作方案(浙妇(2018)28호).

제2장 여성기업 지원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 73

다) 원저우시
2018년 원저우시 부녀연합회(市妇联)는 농촌진흥에 적극 호응하여 시
위농업사무실(시농업국)과 함께 「원저우시 농촌진흥여성운동 실시에 관
한 의견」37)을 제정해 여성들에게 농촌진흥 발전의 새 기회를 부여하고
농촌진흥에의 여성참여를 유도했다. 동시에 원저우시 빈곤구제사무실과
연합하여 「원저우시 여성 위탁가공무역 발전 및 맞춤형 빈곤구제 실시방
안」38)에 의거한 교육 강화, 선도적 역할 강화, 플랫폼과 브랜드 육성 등
네 가지 방면에서 발전을 추진하여 부녀자의 취업과 저소득 농가의 수입
을 늘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저우시 부녀연합회는 7월 「원저우 여성 창업취업 향상행동 3년 계
획(2018~2020) 안내문」을 발간하여 “삼백천만” 목표를 제시했다. 3년
동안 여성 창업 취업기지 30개를 만들며, “가장 아름다운 여성 창업자 민박”
30개소를 육성하고 여성 창·취업 전형을 통해 100명을 양성하며, 여성
창·취업훈련을 1,000회 실시하고 여성 창업 100,000명 등 정량적 목표를
수립한바 있다.

37) 温州市乡村振兴巾帼行动实施意见(温妇〔2018〕4호).
38) 温州市 “发展巾帼来料加工 助力精准扶贫行动” 实施方案(温妇〔201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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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여성기업 현황

1. 한국의 여성기업 현황
2.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

1. 한국의 여성기업 현황
한국의 여성기업에 대한 현황은 통계청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전국
사업체조사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동향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기준시점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대표
자의 성별 및 연령과 함께 산업분야, 종사자 규모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여성 기업인 현황을 살펴본다.
최근 10년간(2010~2019년)의 기업 수를 대표자의 성별에 따라 살펴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우선 한국의 전체 기업 수는 2010년 336만 개
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19년 기준 418만 개이다. 이 중 대표자가
남성인 기업은 2010년 211만 개에서 2019년 257만 개로 10년 간 약 22%
증가하였다.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은 2010년 기준 125만 개, 2019년 기준
161만 개로 대표자가 남성인 기업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나, 10년 간
약 29% 증가하여 남성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여성 기업은 절대적인 수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비율도 증가하여
여성 기업의 비율은 2010년 37.2%에서 2019년 38.5%로 10년간 약 1.3%p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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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대표자 성별에 따른 기업 수(2010~2019년)
(단위: 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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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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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전체 기업 중 여성 기업의 비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0~2019년) 재구성.

2019년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산업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
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29.25%이고, 이어서 ‘도매 및 소매업’이
26.44%를 차지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
여성기업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두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2.63%,
‘교육서비스업’이 6.90%, ‘제조업’이 5.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표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이 23.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운수 및 창고업’이 14.91%,
‘제조업’이 13.59%,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 기업의 산업분포는 남성기업에 비해 편중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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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성별에 따른 사업체 산업분포(2019년)
(단위: %)
<남성>

<여성>
숙박 및 음식점업

29.25

도매 및 소매업

26.4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63

교육 서비스업

6.90

제조업

5.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28

도매 및 소매업

23.64

운수 및 창고업

14.91
13.59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12.3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38

건설업

4.60

부동산업

3.82

부동산업

4.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5

운수 및 창고업

1.80

교육 서비스업

3.24

건설업

1.8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2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2

정보통신업

0.52

정보통신업

1.45

금융 및 보험업

0.49

금융 및 보험업

1.4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0.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4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0.31

농림어업

0.04

농림어업

0.15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급업

0.04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급업

0.10

광업

0.01

광업

0.06

주: 전체 여성(남성)기업 중 해당 산업의 비율.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재구성.

또한 평균 매출액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숙박 및 음식점업’(202 백만
원)과 ‘도매 및 소매업’(1,254 백만 원)에 여성 기업은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남성기업은 약 21% 수준이다. 이를 통해 여성기업이 비
교적 영세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에 많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

산업별 평균 매출액(2019년)
(단위: 백만 원)
평균 매출액
전체평균

1,483

농림어업

2,824

광업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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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계속
(단위: 백만 원)
평균 매출액
제조업

4,3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급업

48,3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2,838

건설업

2,637

도매 및 소매업

1,254

운수 및 창고업

531

숙박 및 음식점업

202

정보통신업

3,751

금융 및 보험업

20,480

부동산업

78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1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2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583

교육 서비스업

7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3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 재구성.

전체적인 여성 기업의 현황과 함께 새롭게 창업하는 여성 기업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창업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부가 조사하는 창업기업동향 자료를 활용하였다. 창업기업동향은 2016년
부터 창업기업39)의 지역, 업종, 대표자의 성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창업기업 수를 살펴보면, 2016년 119만 개
에서 2018년 134만 개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129만 개로 소폭 감
소하고 2020년에는 148만 개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39) 창업 기업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일자가 해당 연(월)에 속하는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법인과 개인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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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8년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과 2020년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의한 것으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창업
기업 수는 2016년 92만 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105만 개로 나
타난다. 이처럼 정책의 영향으로 사업자등록자의 수가 늘어난 부동산업
은 창업기업 현황에서 제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3

창업기업 추이(2016~2020년)
(단위: 만 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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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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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창업기업동향(2016~2020년) 재구성.

부동산을 제외한 창업기업 중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2016년 42만 개,
2020년에는 47만 개로 5년간 12% 증가하였으며, 남성이 대표인 기업은
2016년 51만 개에서 2020년 58만 개로 5년간 14% 증가했다.40) 여성
창업 기업의 증가율이 남성의 경우보다 낮아 여성 창업기업의 비율은
2016년 45.2%에서 2020년 44.8%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0) 창업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기업 중 약 0.6%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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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창업자 성별에 따른 창업기업 수(2016~2020년)
(단위: 만 개, %)

120
100
80
60
40
20

45.2

45.1

2016

2017

45.3

45.0

44.8

2018

2019

2020

0
여성기업

남성기업

주: 막대그래프 안의 숫자는 전체 기업 중 여성 기업의 비율.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창업기업동향(2016~2020년) 재구성.

다음은 여성 창업기업의 산업분포 변화를 보기 위해 2016년과 2019년
의 산업분포를 비중이 높은 순대로 나열하였다. 가장 높은 순위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부동산업을 제외한 여성 창업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는 여성 기업 현황에서
두 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
업’이 ‘도매 및 소매업’ 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
이다. 또한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
중이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상위 4개 산업과 하위 5개 산업의 순위는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
이 동일하였으나, 중위권 순위에 있는 산업은 분포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16년에는 2.4% 수준
이었으나, 2020년에는 4.3%로 그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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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의 경우에도 2016년에는 1.5%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8%로 다소 증가한 모습이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2016년에 4.1%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3.4%로 감소했으며, ‘운수 및 창고업’은 2016년
2.5%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2.1%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여전히 많은 여성 기업인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창업
을 하고 있지만 기술기반의 산업에 창업하는 여성 기업인도 조금씩 늘어
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여성 창업기업의 산업분포(2016년, 2020년)
(단위: %)
<2016>

<2020>

도매 및 소매업

37.8%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6.6%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1%

교육 서비스업

5.5%

42.8%
19.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3%

교육 서비스업

5.7%

제조업

4.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3%

건설업

3.9%

건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제조업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3%

3.7%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

정보통신업

2.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

운수 및 창고업

2.1%

정보통신업

1.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농업, 임업 및 어업 및 광업

0.6%

농업, 임업 및 어업 및 광업

2.0%
0.8%

금융 및 보험업

0.6%

금융 및 보험업

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0%

주: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체 여성(남성) 창업기업 중 해당 산업의 창업기업 비율을 의미.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창업기업동향(2016, 2020) 자료 재구성.

기술기반 산업에서 창업하는 기업인의 추이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창업기업동향의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기업 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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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기술기반 업종을 EU와 OECD의 정
의를 준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과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
스업을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지식기반 서비스업41)을 포괄한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
기업의 비율은 남성창업자의 경우 2016~2020년의 기간 동안 약 24%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여성창업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남
성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6년 16.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19.8% 정도로 기술기반 산업에 진출하는 여성창업자가 상
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6

창업자 성별에 따른 기술기반 업종 비율(2016~2020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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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체 여성(남성) 창업기업 중 기술기반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의 비율.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창업기업동향(2016~2020년) 재구성.

41)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업종’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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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에 대한 정보는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가 발간하는 2018/2019 Women’s Entrepreneurship Report에서도
제공한다. 여기서는 설립 후 42개월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생기업
가(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TEA42))의 비율을 남녀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다.43)
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
여한 전체 한국 여성 중 12.2%가 신생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한국 남성 중 17.0%가 신생기업가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4.8%p 낮은 수준이며, 54개국 평균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의 남녀 차이가 3.7%p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편이다.
표 3-2

한국의 신생기업가(TEA) 비율
(단위: %)
한국

신생기업가 비율

54개국 평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2.2

17.0

10.2

13.9

주: 전체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 여성(남성) 중 신생기업가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18/2019 Women’s Entrepreneurship Report(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연령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은 연령대에 따른 신생기업가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 45~54세의 연령대에서는 해당 연령대의 여성 중 신생
기업가의 비율이 13.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55~64세의 연령대에서
10.6%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2.7%p 정도이다. 그러나
54개국 평균의 경우 25~34세 연령대에서 1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42) 성인경제활동인구(18~64세) 중 신생기업가의 비율을 의미하며, 신생기업은 설립 후 42개월 미만의 사업장
43) 각 국가별로 2,000명 이상의 성인(18~64세)을 대상으로 창업경험 및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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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55~64세의 연령대가 5.5%로 가장 낮게 나타나 그 차이가 7.9%p
인 것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한국이 54개국 평균에 비해 신생
기업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국 남성의 경우 35~44세에서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18~24
세는 5.8%로 가장 낮다. 반면, 54개국 평균으로 보면 25~34세가 17.5%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55~64세가 8.4%로 가장 낮다.
표 3-3

한국의 연령별 신생기업가 비율
(단위: %)
한국

54개국 평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8~24세

11.2

5.8

10.2

14.0

25~34세

12.4

17.9

13.4

17.5

35~44세

12.2

19.6

11.6

15.2

45~54세

13.3

19.0

9.1

12.4

55~64세

10.6

18.2

5.5

8.4

주: 해당 연령대의 한국 여성(남성) 중 신생기업가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18/2019 Women’s Entrepreneurship Report(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한국 여성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중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
지 못한 경우 12.4%,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2.0% 순이며,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경우 9.8%로 가장 낮다. 54개국 평균에서는 대학교를 졸
업한 여성의 신생기업가 비율이 11.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다소
다른 양상이다.
한국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성 중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19.9%로 가장 높고 이어서 대학원 졸업이 18.5%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남성은 14.5%를 차지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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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54개국 평균에서 남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신생기업가의 비중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생기업가의 비중이 높은 것과 차이가 있다.
앞의 연령별 신생기업가 비율과 연계해서 해석해보면, 한국은 다른 국
가에 비해 비교적 연령대가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연령대에서 신생기업
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

한국의 교육수준별 신생기업가 비율
(단위: %)
한국

54개국 평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고등학교 졸업 미만

12.4

14.1

9.1

11.1

고등학교 졸업

12.0

19.9

9.9

13.0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9.8

14.5

11.3

16.2

대학원 졸업

16.9

18.5

10.3

16.7

주: 해당 교육수준의 한국 여성(남성) 중 신생기업가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18/2019 Women’s Entrepreneurship Report(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우리나라 여성 기업인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재)여
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한 2019년 여
성기업 실태조사44) 결과를 활용하였다.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약 11.9년이다. 비제조업 중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의 업력이 평균 21.6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나며, ‘금융 및
보험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20.4년, 17.3년 정도이다. 기업의 성
장단계를 보면 창업기에 있는 경우는 7.4%, 성장기가 42.4%, 성숙기는
40.9%, 쇠퇴기는 9.3%로 나타났다.

44)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053개 여성기업의 표본조사 결과를 모수 추정한 결과로 ‘2019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원자료 및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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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인의 평균 연령은 52.7세로, 동일한 업종에서의 경력은 평균
12.7년이다. 전공분야는 인문 및 사회계열이 35.7%, 경제 및 경영분야가
23.2%, 공학계열은 15.4%, 자연과학 분야가 8.2%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과 관련된 사항45)으로 여성 기업인이 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방
식을 살펴보면,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가 61.2%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기업 인수’가 17.7%, ‘남편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14.4%로 나타났다.
그림 3-7

사업 시작 방식
(단위: %)
0

10

20

자신이 직접 창업

40

50

60

70
61.2

기존기업 인수

17.7

남편 사업 승계

14.4

부모 사업 승계
기타

30

5.6
1.1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 기업인이 지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의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기 위
해서’ 시작한 경우는 15.9%이다. ‘사회적 지위와 높은 소득을 위해서’의
경우 12.8%이며,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10.5%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8.3%),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병행을
위해서’(4.1%),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2.4%)라는 응답도 있었다.
45) 2019년 여성기업 실태조사에서 창업과 관련된 설문(사업 시작 방식 및 사업을 시작한 동기)은 기업체의 창업
년도가 2012년 6월 이후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973개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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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사업을 시작한 동기
(단위: %)
0

10

20

30

40

50

생계를 위해

44.7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기 위해

15.9

사회적 지위와 높은 소득을 위해

12.8

자아실현을 위해

10.5

아이디어 사업화

8.3

자녀양육/가사활동 병행을 위해

4.1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타

2.4
1.2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 기업인이 남성 기업인에 비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 부담’이 26.3%로 가장 높았고, ‘소극적 경영으로 인한 사
업 기회 상실에 대한 우려’가 12.1%로 나타났다.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으로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여 불리하다’는 응답이 10.5%이며, ‘여성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7.7%이고, ‘회사 운영을 위한 금융업무
수행과정에서 대출조건 등이 불리하다’는 경우가 6.0%이다.
그림 3-9

여성 기업인이 남성 기업인 대비 불리한 분야
(단위: %)
0

10

20

일가정양립 부담

26.3

소극적 경영에 의한 사업 기회 상실

12.1
10.5

남성 위주의 네트워크 운영
대출조건 등 불리함
여성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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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0
7.7

여성 기업인이 일반 남성 기업인과 비교했을 때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섬세함’이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관리능력’은
11.2%이고, ‘기획력’이 10.8%, ‘책임감/성실성’이 10.2%, ‘조직친화력’
이 9.3% 순이다. 여성 기업인이 남성 기업인 대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혁신성’을 23.1%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리더십’을 18.8%, ‘기
획력’을 13.3%, ‘도전적 정신’을 11.8%, ‘외부 네트워킹’을 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여성 기업인의 남성 기업인 대비 강점/약점
(단위: %)

<약점>

<강점>
0.0

5.0

20.2

업무관리능력

11.2

기획력

10.8

책임감/성실성

10.2

조직친화력

9.3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혁신성

창의성
외부 네트워킹
감성중심

10.0 15.0 20.0 25.0
23.1

리더십

18.8

기획력

13.3

도전적 정신

11.8

외부 네트워킹

10.2

8.0
7.9

업무관리능력

4.9

커뮤니케이션

4.8

5.9

도전적 정신

5.0

혁신성

감성중심

7.0

청렴함

0.0

10.0 15.0 20.0 25.0

섬세함

4.4
2.6
1.7
0.9

창의성
조직 친화력

5.6

2.7
2.0

청렴함

0.9

책임감/성실성

0.8

섬세함

0.8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가 34.1%로 가장 높고,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가 31.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가 25.9%, ‘기업에 대한 각종

제3장 여성기업 현황 ❙ 89

법률적·사회적 규제’가 19.3%, ‘기술개발’이 16.3% 이다.

그림 3-11

경영상 어려운 분야
(단위: %)
0%

20%

판매선 확보 등 마케팅 관리

29.1

자금조달 등 자금관리

29.9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
기업에 대한 각종 법률적, 사회적 규제
기술개발

41.1

43.9

기술,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보호
어려움 느끼지 않음

31.2

36.3

25.9

39.1

19.3

34.3
42.3
41.7

49.0

40.0
37.3

51.8
54.8
52.3
보통

100%

34.1

49.4
42.0

외상/어음거래

80%

38.9

37.8

거래기업과의 분쟁
노사관계

60%

36.8

경영관련 정보 획득

원자재 조달 등 생산관리

40%

16.3
15.7
14.4
11.0
10.9

34.1

11.0

40.8

6.9

어려움 느낌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정부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자금지
원 제도’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력지원 제도’와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각각 59.2%, 54.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
다. 정부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 여성기업의 해당 제도 이용비율은 ‘자금
지원 제도’가 15.8%로 가장 높았고, ‘인력지원 제도’가 9.5% 정도의 이
용율을 보인다. 각 정부지원 제도를 이용한 여성기업이 평가한 제도의 이
용효과는 ‘자금지원 제도가’ 75.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출
지원 제도’는 67.5%, ‘판로지원 제도’는 62.8%의 이용자가 제도의 효과
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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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업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율/이용비율/이용효과

표 3-5

(단위: %)
인지율

이용비율

이용효과

자금지원 제도

62.5

15.8

75.4

인력지원 제도

59.2

9.5

59.5

세제지원 제도

54.0

5.3

58.9

기술지원 제도

43.2

3.9

49.1

판로지원 제도

41.3

4.3

62.8

정보화지원 제도

37.8

1.6

59.0

수출지원 제도

36.5

4.0

67.5

사업전환 및 재창업지원 제도

35.9

1.8

42.1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이 정부 자금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으로는 ‘복
잡한 서류 및 절차’가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원 정보의
부족’이 15.0%, ‘기업당 낮은 자금지원 한도’가 14.5%, ‘과도한 담보요
구’가 14.3% 순이다. 이외에도 ‘유리하지 않은 대출조건’, ‘까다로운 지
원자격 요건’ 등의 응답도 있다.

그림 3-12

정부 지원자금 관련 애로사항
(단위: %)
0

5

10

15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지원 정보의 부족

15
14.5

과도한 담보요구

14.3

유리하지 않은 대출조건

11.6

까다로운 지원자격 요건

7.2

비재무적 요건에 대한 평가 미흡

긴 심사 소요기간
기타

25

19.6

기업당 낮은 자금지원 한도

짧은 융자기간 또는 거치기간

20

6.7
4.4
3.5
3.2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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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해야하는 중점적 사항으로 33.1%
의 여성 기업인이 ‘여성기업 지원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선택했다. 다음
으로는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를 19.3%,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을 11.3%,
‘자금 조달’을 10.5%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
(단위: %)
0

5

10

15

20

여성기업지원정책 개발

30

35
33.1

국내외 판로지원 확대

19.3

경영 자문, 컨설팅 지원

11.3

자금의 조달

10.5

여성 경제인 간 교류 확대 추진

8.8

경영 정보의 지속 제공

8.3

CEO역량 강화 교육 확대
기타

25

7.3
1.3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

2.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
중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여성 기업 수를 집계하여 제공하는 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다. 이에 국가별로 여성 사업가와 관련된 지표를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중국 여성 기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여성기업 수는 MIWE(Mastercard index of Women Entrepreneurs)
에서 제공하는 여성 기업인(women business owners) 비율 정보와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자료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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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였다. MIWE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58개 국가의 여성 기업인 비율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46)으로 중국의 여성 기업인 비율은 25.4%
이며, 59개 국 중 2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
MIWE에서 제시한 한국의 여성 기업인 비율과 비교해보면 같은 해에
16.6%로 중국이 8.8%p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2019년에는 중국의 여성
기업인 비율이 23.9%이며, 58개 국 중 33번째로 높다. 같은 해에 한국의
여성 기업인 비율은 25.7%로 중국이 1.8%p 낮은 수준이다.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중국은 여성 기업인의 비율이 1.5%p 낮아지고, 한국은
9.1%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3-6

여성 기업인 비율 및 순위
(단위: %, 순위)
여성 기업인 비율(%)

순위

중국

한국

중국

한국

2019

23.9

25.7

33

26

2018

25.6

16.8

27

47

2017

25.4

16.6

27

47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Mastercard Index of Women Entrepreneurs(2019, 2020).

MIWE에서 제공한 중국의 여성 기업인 비율 정보와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기업 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국가통계
국에서는 소유주체에 따른 기업 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주가 개인인
민간기업은 2017년에 22만 개, 2019년에는 24만 개 수준이다. 국가통계
국에서는 자영업가구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에 6,579만 가구,

46) MIWE에서는 2018~2020년으로 여성 기업인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수치를 전년도 ILO자료를 기준
으로 작성한 것이라 설명하였기에 본 고에서는 2017~2019년을 기준으로 여성 기업인 비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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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8,261만 가구로 집계하였다. 자영업가구가 가구당 1개의 사업체
를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가구의 수를 사업체수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전체
사업체 수는 민간기업 수과 자영업가구의 합으로 2017년에는 6,601만
개, 2019년에는 8,285만 개이다. 이렇게 계산한 사업체 수에 여성 기업
인 비율을 곱하여 여성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2017년에는 1,677만 개,
2019년에는 1,980만 개로 볼 수 있다.

표 3-7

중국 여성기업 수
(단위: %, 만 개, 만 가구, 만 명)
여성 기업인 비율
(A)

민간기업 수
(B)

자영업가구 수
(C)

합계
(D=B+C)

여성기업 수
(E=A%×D)

2019

23.9

24

8,261

8,285

1,980

2018

25.6

24

7,329

7,353

1,882

2017

25.4

22

6,579

6,601

1,677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Mastercard Index of Women Entrepreneurs(2019, 2020).

중국의 신생기업가(TEA)를 남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중국 여성 중 9.3%가 신생기업가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남성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중국 남성 중 11.4%가 신생기업
가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1%p 낮은 수준이나 54개국 평균
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의 남녀 차이가 3.7%p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
이라 볼 수는 없다. 또한 한국의 신생기업가의 남녀차이와 비교하면 차이
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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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중국의 신생기업가 비율
(단위: %)
중국

신생기업가 비율

54개국 평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9.3

11.4

10.2

13.9

주: 전체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국 여성(남성) 중 신생기업가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18/2019 Women’s Entrepreneurship Report(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연령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여성은 대체로 18~44세의 연령대에서 신
생기업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남성이 18~54세까지 신생기업
가의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때 짧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54개국 평균 연령별 신생기업가 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편, 중국 여성은 35~44세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나는데, 이는 54개국 평균에서 여성이 25~34세에서 신생기업가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또한 한국은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은 비교적 낮은 연령대에서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3-9

중국의 연령별 신생기업가 비율
(단위: %)
중국

54개국 평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9.5

12.4

10.2

14.0

25~34세

9.8

14.1

13.4

17.5

35~44세

14.5

12.0

11.6

15.2

45~54세

7.8

13.6

9.1

12.4

55~64세

5.1

5.2

5.5

8.4

18~24세

주: 해당 연령대의 중국 여성(남성) 중 신생기업가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18/2018 Women’s Entrepreneurship Report(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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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국 여성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생
기업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신생기
업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대학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
의 비율이 11.6%이나 대학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5.1%로 나타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54개국 평균에서 대학원
을 졸업한 여성의 신생기업가 비율이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경우와 1%p
정도로 미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결과이다. 또한 한국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은 대학원 졸업의 경우 신생기업
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대학교 졸업인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한편, 중국 남성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한 남성 중 신생기업가의 비율은
17.6%로 대학을 졸업한 중국 남성 중 신생기업가의 비율 11.7%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이 또한 54개국 평균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남성
의 신생기업가 비율이 대학교를 졸업한 남성의 경우와 0.5%p 차이를 보
이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표 3-10

중국의 교육수준별 신생기업가 비율
(단위: %)
중국
여성

54개국 평균
남성

여성

남성

고등학교 졸업 미만

7.4

9.2

9.1

11.1

고등학교 졸업

9.2

11.4

9.9

13.0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11.6

11.7

11.3

16.2

대학원 졸업

5.1

17.6

10.3

16.7

주: 해당 교육수준의 중국 여성(남성) 중 신생기업가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2018/2019 Women’s Entrepreneurship Report(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중국 여성창업자가 진출하고 있는 업종분포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정보통신업(25%), 서비스업(15%), 금융업(15%)에 진출하는 창업자가 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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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업과 무역업(10%),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8%) 등에도 여성 기업가의 창업이 활발한 편이다. 한편, 2020년
에는 기업서비스(19%), 의료건강(16%), 인공지능과 소비와 관련된 도소
매업(12%)에 진출하는 여성창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엔터테인
먼트(8%),47) 교육(8%), 빅데이터(7%) 관련 산업에도 상당수 진출하는 것
으로 보인다.48) 이를 종합해보면, 여성창업자들이 기술집약적인 업종에
이전보다 많이 진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여성창업자 업종분포는 비교적 적은 수의 여성 기업인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이므로 전체 사업자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집
계한 한국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국가의 여
성 창업자들이 비교적 최근에 기술기반 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
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4

중국 여성창업자 업종
(단위: %)

<2017년>
정보통신
서비스
금융
부동산
무역
자동차
컨설팅
환경보호
보석세공
농업

<2020년>
25

15
15
10
10
8
5
3
3
2

기업서비스
의료건강
인공지능
소비업종
엔터테인먼트
교육관련
빅데이터
금융
제조업
블록체인

19
16
12
12
8
8
7
5
5
3

주: 전체 여성창업자 중 해당 업종 창업자의 비율
자료: statista(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04353/china-female-entrepreneurs-business-sector-distribution/),
중국 여성 창업자 조사 연구(2020년); 한중21(2020. 4. 17). 기사(2020년 중국여성 창업분야 TOP 10업종) 재인용.

47) 한중21(2020. 4. 17) 기사에서는 ‘영화, 가요, 무용 등 오락관련’이라고 표기하였으나, 본 고에서는 엔터테
인먼트로 작성함.
48) 중국 여성 창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업종 분포임(한중21(2020. 4. 17).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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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 기업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2,505명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
중심(國務院 發展硏究中心)과 중국 여성기업가협회가 함께 조사한 여기
업가설문조사49)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여
성기업가 중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는 67%로 남성이 44%로 나타난
것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사회에서 임명된 경우는 여성
기업가는 14%로 낮은 편이며, 남성은 41%로 자신이 직접 창업을 한 경
우와 유사한 수준이다. 사업을 시작한 동기에 대한 답변50)으로는 50%의
여성기업가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어서’(38%),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
어서’(36%)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사업 시작 방식
(단위: %)
0

20

자신이 직접 창업

40

60

80
67.0

44.4
14.0

이사회 임명

41.0

가족사업 승계

6.0

주무기관 임명

4.1
7.7

여성
남성

기타

8.9
6.9

주: 중복응답이 가능하여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https://www.cnki.net/中国经济报告, 2018, (03)李兰(国务院发展研究中心公管所 中国企业家调查系统) 2018-03-05.

49) https://www.cnki.net/中国经济报告, 2018, (03) 李兰(国务院发展研究中心公管所 中国企业家调查系统)
2018-03-05.
50) 이후 제시한 설문들은 중복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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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이 된 후 치른 대가에 대해서는 60%가 넘는 여성 기업인이 ‘가
족 및 친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비함’을 선택했
다. 또한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49%)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성 기업인이 일과 생활 간의 시간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본 설문에서는 ‘사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50.5%이며,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응답은 20.6%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
(11.2%), ‘학습훈련’(10.4%), ‘사회활동’(10.2%), ‘여가취미활동’(7.3%)의
순으로 많았다.
업무 중 불편을 겪거나 기분이 나쁠 때, 여성기업가는 ‘가족과의 대화’
를 가장 선호(64.3%)하며, 다음으로 ‘직장 외의 친구와의 대화’(48.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자 참는다’고 응답을 한 여성 기업
인이 20.9% 정도였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여성 기업인의
53.5%가 ‘혁신 및 모험정신’이라 답했으며, 48.4%가 ‘예측능력’, 31.7%
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선택했다.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인건비 상승’(52.9%)이라 응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인재부족’, ‘자금난’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낮은 기업이익률’, ‘불확실성’, ‘산업내 생산량 과잉’ 등의 응답도 있었
다.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52.5%
의 여성 기업인이 ‘의사결정 실수’를 꼽았다. 다음으로 ‘인사기용 실패’가
46.4%, ‘경제적 문제’가 31.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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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여성 기업인의 기업 경영에서의 어려움
(단위: %)
0

10

20

30

40

50

인건비상승

60
52.9

인재부족

42.2

자금난

32.3

낮은 기업이익률

28.6

불확실성

20.8

산업생산량과잉

19.3

혁신능력부족

17.8

국내수요부족

8

주: 중복응답이 가능하여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https://www.cnki.net/中国经济报告, 2018, (03)李兰(国务院发展研究中心公管所 中国企业家调查系统) 2018-03-05.

그림 3-17

여성 기업인의 기업 경영시 많이 겪는 문제점
(단위: %)
0

10

20

30

40

50

의사결정 실수

60
52.5

인사기용 실패

46

경제적 문제

31.4

독단적 행동

15.3

조작

11.9

생활부패

4

정치문제

3.4

주: 중복응답이 가능하여 응답비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https://www.cnki.net/中国经济报告, 2018, (03)李兰(国务院发展研究中心公管所 中国企业家调查系统)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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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 법률환경, 정책환경 문화환경, 사회여론, 시장환경에 대해
여성 기업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경
제체제, 법률환경, 정책환경 문화환경에 대해서는 5점 만점 중 평균 3.65
점 정도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사회여론과 시장환경에 대
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 기
업인의 37.7%는 ‘중국의 전통적 관념이 여성기업가가 성장하는데 방해
가 되는 요소’라고 응답하였고, ‘노인과 아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 부족’(20.5%)과 ‘가사 외주 등의 서비스 부족’(11.8%) 순으로 많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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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중 여성기업 성장 비교

1. 분석틀과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분석: 한국
3. 조사 결과 분석: 중국

1. 분석틀과 조사 내용
가. 분석틀
여성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 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여성기업 성장에 대한 연구의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해볼 수 있다. 기업의 성장 주기는 일반적으로 창업기-성장기-성숙기-쇠
퇴기라는 단계를 거치며 발전하고 쇠퇴한다. 한국의 여성기업은 각 단계
에 걸쳐 다수 분포하지만 창업기와 성장기에 해당하는 기업과 성숙기와
쇠퇴기에 해당하는 기업의 특성이 상이하다. 주된 원인은 산업 특성과 규
모에 있는데 여성기업 중 다수를 차지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대
면 서비스업과 단순제조업은 창업기와 성장기를 지나면서 대부분 성장이
정체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최근 창업하여 성장하는 기술기반 기업들
은 기존의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소상공인 창업과 기업의 성장 측면
에서 구분된다. 이는 창업과 사업 발전의 시기 등 창업환경이 기업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GEM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발전 단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시장의 환경과 수요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중국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여성기업이 기존에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상황에
서 창업하고 성장하는 기업은 과거의 여성기업들과 다른 산업에서 나타
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기업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면
서도 시장환경에 따라 양국간에 다른 기업의 성장 특성을 보이는 원인이
될 것이다.
시장의 환경과 기업의 성장주기 하에서 각 단계별로 남성기업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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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 여성기업이
여성 기업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업인의 성별에 따라
요인들의 영향력이 상이하다. 한국의 선행연구들은 이미 개인적 요인들
(성별, 연령, 학력 등)과 가족요인(자녀유무,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정도
등), 사회적 요인(사회문화적 특성, 차별 등)이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의 창
업 및 성장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이와 마찬가
지로 개인의 특성과 가족요인, 중국사회가 가지는 성차별 관행 등의 영향
을 받고 있다.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는 자금조달, 판로개척, 인력활용, 기술개발 등
과 같은 주요 경영문제 등을 가진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한국은 오랜
성차별 관행 등에 의하여 여성기업의 대출 보증이나 자금 조달에서 성차
별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여 시정한 바 있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나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판로 문제, 인력활용이나 기술개
발에서의 차이 등도 드러난 바 있다. 각종 경영성과에서도 여성기업은 남
성기업에 비하여 업력이 짧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투자금액이나
재무적 성과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영 문제와 성과
에서의 차이들을 만드는 배경에 남성과 여성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지가 주된 관심이지만, 현실적으로 성별이 주된 원인이라기 보다는 성별
에 따른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컨센서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이들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존재하는 것이며 정책
은 성별과 무관한 기업 지원정책과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
될 수 있다. 한국은 여성기업 지원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국가이며 중
국은 한국에 비하여 여성기업 지원정책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정책 뿐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을 고려하여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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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정책 지원 차이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이 여성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심층면접조사 분석틀

나. 조사 내용
위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양국의 여성 기업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
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중 비교연구이지만 양국의 여성기업을
비교할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연구방법으로 심
층면접조사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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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비교 연구를 위한 조사 내용은 선행연구와 실태분
석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여성기업
연구를 위하여 기업특성과 CEO의 특성을 동시에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창업과정과 지원
정책 등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창업과정과 지원정책에서
의 차이들과 특성 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창업단계를 지나 현재 여성기
업의 현황 등을 질문하였고, 현재 경영상의 문제점과 관련 제도 수혜 등
을 질문하여 분석하였다.

1. 기업의 특성
- CEO의 특성: 연령, 학력, 전공분야, 여성 기업인 소유 혹은 경
영 여부
- 기업의 특성: 설립년도, 주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위치), 기업의 유형(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주력생
산품(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 기업의 성장단계(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2. 기업의 일반현황
- 전체 자산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2020년 기준), 매출액 중
수출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 고용인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성별 비율은 어떤지.
-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자산, 매출, 이익에서 큰 변화가 있
었는지 여부. 그렇다면 그 전년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감소나
증가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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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 생산품의 시장전망(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 가장 중점을 두는 기업전략(기술개발, 마케팅, 자금확보, 원가
절감 등)
- 기술력의 수준을 평가한다면(상, 중, 하)
3. 여성 기업인의 특성과 애로사항
- 남성 기업인에 비하여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예를 들어 기술개발, 마
케팅, 자금조달, 노사관계 및 인력관리, 규제 등)
-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자녀양육 등 일과 가정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4. 창업과정
-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혹은 계기
- 현재 생산품을 사업아이템으로 하게 된 이유
- 사업 전에 하던 일과 현재 사업과의 관련성
- 창업에 소요된 기간, 창업 후 손익분기점까지 걸린 기간
- 창업준비 시 가장 어려웠던 점, 창업초기 가장 어려웠던 점
5. 정부지원 경험
- 여성 기업인으로서 받은 정책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가 단
위인지 지역단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자금, 마케팅
등 판로, 기술개발, 인력 등)
- 해당 지원의 법이나 제도적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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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여성 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이
오히려 여성 창업율이 높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
하여, 중국 여성 기업인의 성장 환경과 조건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여
성 기업인 양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 장의 자료 분석 결과, 중국은 기술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과거 많이 창업했던
부동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근 한국에서도 기술기반 창업과 4차 산업혁명분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성창업도 해당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펀드조성 등 사업 등이
추진중이다. 김종숙 외(2018)에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벤처는 감소세가 뚜렷하며 고위험분야에 여성진출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 여성이 대표이사인 벤처기업
의 비율은 7.0%였지만, 2017년에는 그 비율이 4.1%로 감소했다. 여성벤
처기업은 주로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
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중 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교 연구를 위한 인터뷰 대상
산업과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중국 여성창업 분야 중에서 기업서비스, 의
료건강, 인공지능, 소비업종, 영화·가요·무용 등 오락, 교육관련, 빅데이
터 분야 창업이 활발하다. 특히 이들 산업 중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여성 기업인의 성공사례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할 필요가 있
다. 기술 기반이라 함은 신기술 기반 사업도 있지만 의료건강이나 소비,
교육관련 업종에서도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의미한다. 김종숙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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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의 여성
기업을 비교하는 것이 향후 양국의 여성 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단순 대면서비스 분야(도소매업의 단순 판매, 돌봄,
학원의 보습기능 등)는 지양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술을 융합하거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변화와 관련된 산업 등에 속한 여성기업들을
인터뷰하였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인들은 제외하고 최근
중국의 창업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자는 가급적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하였다. 인터뷰 규모는
양국에서 각각 10명의 CEO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중국 측의 상황과 인터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국측 인터뷰를 먼저
진행하고, 한국의 인터뷰 대상 등은 중국측의 산업과 CEO 특성과 비교
가 가능하도록 선정하였다. 중국측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현황(소속산업,
기업규모(매출액, 인력), 주요 생산물 등))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중국 심층면접 대상 기업인 특성 요약

기업명

설립년도

나이

전공

기업유형

소재지

발전단계

소유형태

a1

2017

37

의료(중의학)

주식회사

연길

성장기

소유

a2

1996

33

호텔경영

주식회사

연길

창업기

소유

a3

2017

41

예절교육

주식회사

상해

창업기

소유

a4

2016

38

경제관리

주식회사

연길

창업기

소유

a5

2005

48

컴퓨터

주식회사

북경

성장기

소유

a6

2002

47

조문

주식회사

대련

창업기

소유

a7

2018

50

일어

주식회사

북경

창업기

소유

a8

2000

52

목축

주식회사

청도

창업기

소유

a9

2017

33

디지털 미디어
아트

주식회사

북경

성장기

소유

a10

2016

35

투자·환경과학

주식회사

북경

성장기

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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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중국 심층면접 대상 기업 특성 요약

기업명

주생산품

자산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
(위안화) (위안화) (2020/위안화)

매출액 중
수출비중

규모(명)

성별 비중(%)

a1

골격교정

800만~
1,000만

600~
700만

200~300만

없음

30~40

남 20%, 여 80%

a2

음식류(청국장)

5,000만

500~
600만

150~200만

없음

55~60

남 20%, 여 80%

a3

예절교육플랫폼, 직무
능력평가, 예학응용기술

450만

2,776만

400만

없음

160

남 26%,여 74%

a4

정보서비스(교육영업)

100만

200만

100만

없음

12

남 50%,여 50%

a5

교육 IT 서비스

100~
200만

200만

100만

없음

29

남 30%, 여 70%

a6

갑판기계(선박부품)

9,500~
9,600만

1억
200만원

1,000만

95%

150

남 86%,여 14%

a7

건강식품개발

6,000만

2,000만

200~300만

없음

35

남 50%,여 50%

a8

한국식 김치

5,000만

1.4억/
2억(’19)

1400만

80%

200

남 60~70%,
여 30~40%

a9

교육 여행상품

5,000만

1,000~
2,000만

100~200만

없음

70

남 40%,여 60%

a10

AI 인공지능 로봇

5억

1억

손익균형상태

13%

300

남 80%,여 20%

중국에 이어 한국의 여성기업 CEO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중국 측에서
조사한 대상자들의 업종을 고려하여 비교적 유사한 업종 중에서 한국 여
성기업 CEO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술기반의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중국 측 인터뷰 기업과 업력이 유사한 기업과 비교적
긴 기업을 포함하여 창업시기에 대한 비교와 성장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
고자 하였다. 한국 측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현황(소속산업, 기업규모(매
출액, 인력), 주요 생산물 등)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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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한국 심층면접 대상 기업인 특성 요약

기업명 설립년도

나이

전공

기업유형

소재지

발전단계

소유형태

k1

2000

57

의학

주식회사

경기

성장기

소유

k2

2012

53

물리치료/경영학

주식회사

경기

성장기

소유

k3

2010

44

미술교육/문화관광콘텐츠

주식회사

서울

성장기

소유

k4

2016

52

컴퓨터공학/컴퓨터교육

주식회사

서울

쇠퇴기

소유

k5

2015

46

아동보육

주식회사

경기

성장기

소유

k6

2018

32

정치외교학

주식회사

서울

창업기

소유

k7

2015

48

행정학/사회적기업MBA

주식회사

서울

성장기

소유

k8

2019

46

생명공학/바이오의학

주식회사

서울

창업기

소유

성장기

소유

성장기

소유

k9

2018

39

법학

주식회사

전남(나주)/기업부설
연구소(서울)

k10

1991

55

국제경영학

주식회사

경기

표 4-4

한국 심층면접 대상 기업 특성 요약

기업명

주생산품

자산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0)

매출액 중
수출비중

규모
(명)

성별 비중
(%)

k1

제대혈은행 및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2,198억

486억

-19억

0.001%

268

남 44%,
여 56%

k2

의료기기

4,592백만원 1,226백만원

2천만원

12%

15

남 67%,
여 33%

k3

게임, 기능성게임

2억 500만원

1억

350만원

10%

4

남 50%,
여 50%

k4

소프트웨어(교육서비스)

8천 1백만원

3,500만원

-1천 4백만원

없음

3

여 100%
-

k5

유아 교재교구

4천만원

1억

-

없음

1
(1인 기업)

k6

소프트웨어

60억원

2억 7천

2천 2백만원

없음

12

남 42%,
여 58%

k7

대한신용평가

34억원

12억

-9억

8.5%

23

남 57%,
여 43%

k8

소프트웨어

2억 5천만원

1,500만원

-

없음

4

남 75%,
여 25%

k9

소프트웨어

3억 4천만원

2억 3천

-6천 1백만원

없음

10

남 60%,
여 40%

k10

산박용 항행기기

156억

199억

8억

95%

102

남 43%,
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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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분석: 한국
가. 기업의 특성
CEO의 특성에 대해서는 연령, 학력, 전공분야, 여성 기업인 소유 혹은
경영여부를 질문하였다. 연령은 32세에서 57세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30
대보다는 40대와 50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기업 창업자의 평균
연령은 42세이며 고성장하는 기업의 창업자 연령은 창업당시 45세로 알
려져 있어,51) 우리나라 여성기업 창업자의 연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기업 대표들의 교육수준은 모두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공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본인의 전공과 사업 영역의 연관성
이 역시 높았다. 일부 피면접자 중 본인이 해오던 분야가 기술분야가 아
니거나 과거에 하던 일이 아닌 분야로 창업을 한 여성 기업인들에게는 남
다른 창업과정이 있었다. 아이템을 기술로 구현시키기 위해 기술인력을
확보해가는 과정,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기술인력과 이익을 공유해
가는 과정에서의 리더십 등이 그것이다.

제가 원래 울산 출신인데 울산에 유니스트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기술적으로 잘 되어있어서 그쪽에 아무나 붙잡고 교수님들께 다 메일
보내서 ‘나 이런 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해서 외국인 교수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 교수님이 학생들 붙여주셔서 한단계, 한단계 개발하다가
그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하면 저희 회사로 조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
고....(k6).

51) 중앙일보 신문기사(2021. 8. 30), 「40대 중반 기술창업 많아..혁신엔 나이 제한 없다」(https://www.joong
ang.co.kr/article/250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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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에게 통용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CTO와 기술인력관
리가 분담이 되어 있으니 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해줘야하고
요. 기술을 이해하고 현실성있게 잘 하는게 중요하고 기술인력도 회사
와 같이 성장곡선을 그려줘야 하죠. 공모제안전이나 스터디를 해서 현
금을 주거나 합니다. 이익공유리더십과 가진 기술을 정확하게 잘 설명
해서 거래처를 대상으로 설득력있게 하기 위한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더 좋아요. 여성 기업인 풀이 많지 않아 튀는 것도 있고, 자료도 꼼꼼
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고 해서..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k9).

기업의 특성으로 주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위
치), 기업의 유형(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등을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 여
성기업들 중 기술창업 기업들은 주로 서울, 경기에 소재하고 있다. 상장
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비상장사이다.
주력생산품(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은 위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다. 기
업의 성장단계(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는 주로 성장기에 많이 분
포되어 있고 창업기인 대상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업력에 의거하면 성
숙기라고 볼 수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서 성장해나가는 특성상 자신들의 기업을 성숙기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성
장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동시에 창업자들의 특성상 한 기업을 창
업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각하고 다른 기업을 창업
하거나 아이템을 바꾸면서 실제 기업 내부의 조직 등을 모두 변경하는 사
례들이 있어 업력이 길어도 창업기와 성숙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업력이 긴데, 성장기라고 응답한 이유는, ***를 2019년에 매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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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했어야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다음 구상하던 아이디어
를 충분히 디벨럽 할수 없어 법인을 살려 다시 개발팀을 세팅을 했습
니다. 2020년 부터는 게임개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은 PC
게임이 주력입니다(k3).

나. 기업의 일반현황
전체 자산규모나 매출액, 당기순이익(2020년 기준) 등은 위의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매출액이 1억인 기업에
서 486억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당기순이익도 –19억에서 8억원
이상으로 다양한 편이다. 여전히 다수의 여성기업들은 자본금이나 매출,
이익면에서 영세함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기반 기업에도 이는 예외가 아
님을 알 수 있다.
인터뷰 대상 기업의 주요 생산품은 제대혈은행 및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k1), 반도체를 이용한 물리치료기기를 비롯한 의료 기기(k2), 게
임 중에서도 기능성게임과 같이 특정 목적에 활용되는 게임(k3), 초중고
생 대상의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교육(k4), 유아 대상의 교재 및 교
구(k5), 헬스케어솔루션 등 소프트웨어(k6), 대안적 신용평가(k7), 바이오
정보기반 푸드테크(k8), 메타버스기반 콘텐츠개발(k9), 선박용 항행기기
(k10) 등으로 다양하다. IT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및 게임 서비스업,
의료기기 제조업, 기계 제조업, 바이오 생체공학 기반 기업, 교육서비스
업, 핀테크 금융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동
종 분야에서 본인이 창업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기업 대표가 매우 드
문 업종에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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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규모는 현재 1인 기업에서 종업원이 268명에 달하는 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30인 미만 기업을 운영중이다. 여성기업
특성 상 근로자 중 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33%에서 56% 수
준에 분포되어 있다. 여성과 남성의 업무가 분리된 기업들이 여전히 있고
특히 개발 업무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성 직원이 더 많고 그래서 일·가정양립 등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
만 여성직원들의 모티베이션이나 열망 등이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
이 있어요(k1).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자가 모두 필요한데, 모두 남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이 6명이 있는데 5명이 남자고, 여자
가 들어오면 거의 단기로 일하고 떠나요. 보통 프로젝트당 1년 정도 매
달려야 하는데 일·가정양립이 어려워 여성인력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현재 여자는 1명이고 임상프로토콜 작성시 전문적으로 하는 석사출신
직원이라 실제 기술개발은 남성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k2).
매각 전 기업의 성별구성은 남녀 8:2의 비율이고, 직무배치의 경우 원래
직무가 많이 섞여 있었는데, 남자 개발팀장이 남자직원을 선호합니다.
상사의 성별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서 매우 크리틱한 요소라 생각해
요. 야근은 없었는데, 동성이라 대하기 편하기 때문으로 생각해요(k3).
근로자의 성별균형은 직무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어요. 광고 홍보 서비
스는 적극적이고 쾌활한 여성이 많고, IT업계는 지원부서에서 여성이
많아요.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던가 행동에서 명확히 차이가 난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 자체를 중성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
지만 개발자는 거의 남성이며 스텝업무는 여성이예요. 여성개발자를
찾기가 힘들어, 사실상 많이 없고 안정적 회사를 다니려고 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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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초기 창업회사를 선호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커뮤니티도 많아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지만 절대적 수가 부족하고 여성개발자 케이스가
별로 없어, 도전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k9).
여성이 많은데 관리직과 기술개발인력은 남성들이 많아요. 여성들은
생산직입니다(k10).

최근 IT 업계의 인력활용 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 중에
서도 새로운 실험 중인 기업이 있는데 직원들과 수평적 리더십을 유지하
면서 유연하고 느슨한 모델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계약을 전일제로 하지
않고, 이에 따라 급여를 설정한 후 개발한 산출물의 성과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 방식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에서 활용
가능하며, 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창업자들의 모델과는 차이가 있을 듯 해
요. 수평적이고 유연하고 느슨한 모델의 선례나 사례도 많이 없는데...
코로나가 생활자체를 많이 바꾸었고, 또 재택근무로 전면 바뀌면서 개
발적 측면에서 모여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어요. 사무실 공
간 자체도 공유오피스 제일 작은 룸을 빌려 상주인원도 없습니다. 현
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고민은 구성원 모두가 셀
프 모티베이션이 되어야 하고, 조직에서 강하게 푸시하지 않는 것도
고민이죠. 일본의 동인게임팀에서 시작해 커진 모델이 선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제2의 타입문이 될거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IT업계는
과로사, 자살이 벌어지는 업계여서 여기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많고
또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젊은 인력을 많이 뽑는 추세라 40대 경력
자분들이 우리 회사를 많이 선호합니다. 현재 가장 젊은 개발자가 3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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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오랫동안 경력단절 되었던 개발자도(해외 애니메이션업계에서
일하다 쓰러져 퇴사한 인력) 42살이고, 43살이신 분은 일·가정양립을
위해 조인한 분, 또 50대 분도 업계에서 매우 잘나간 사람인데, 나이
가 많다보니 이제 뭘하지 하던 고민중에 우리회사로 들어오셔서 제
3섹터의 소셜벤처형에 가까운 모형으로.. 운영모델에 있어 업계에서
상당히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k3).

인력활용에서의 어려움은 제조업에서 나타나는데 주52시간제도나 최
저임금 인상 등 인력활용면에서 정부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때문에 생산시설 투자 한거에 비해 오더량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은 잔업, 특급수당 잘 운영 중이예요. 단지 R&D 파트에서 실험도
구, 기구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더 일을 하고, 과제들도 구매조건 이
런 것도 맞춰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52시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조
금 있습니다. 사장단 모임 이런거 있어서 건의해보면 외국에는 예외가
있긴 해요. 지금까지는 급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짐싸서 하고. 목표를
해두고 있는 데 마냥 달갑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에 필요한 제도인가.
아직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규제 해야하나. 최저임금도
올려놓고 52시간하고 이런거 좀 힘들어요(k10).

인터뷰 대상 기업의 기술수준은 대부분 높은 수준이었고, 일부 글로벌
경쟁력 면에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들이 있었다. 기술기반 기업들이 시작
부터 글로벌 마켓을 겨냥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고, IT나 바이오 분야의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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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 산업 내에는 줄기세포 외에도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품
등 다양한데 그 중 줄기세포만 하더라도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등 다양한 원천소스 확보 기술이 존재합니다. 그 중
성체줄기세포 산업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작에서도 기술수준이 상이
라고 판단합니다(k1).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개발된 것도 있는데 전체 기술력 수준은 질
세정기의 경우 기술력은 국내외 상이라 생각하고, 붙이는 플라즈마 치
료기도 동물임상이 완료된 상태인데 10개국에 출원이 등록이 된 상태
라 국내외 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k2).
혼합현실기술은 경쟁자가 많지 않아서 국내 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k3).
관련 유사업체(모션인식 홈트) 중 국내에서는 top-tier급이라 봐요.
삼성생명, LG U+, 교보생명 등 다양한 대기업에 자사의 서비스를 납
품하고 있으며, 상용화 수준까지 다다른 솔루션으로도 전 세계 top
10 이내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의 전반적인 기술 고도화/R&D
가 아직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k6).
관련업계에서 기술력을 평가하자면, 마이크로바이오는 기술력이 있다
고 평가하지 않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본다면 파트별로 다른데, 비대
면 홈트레이닝 기술력은 상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k8).
대중적인 기술수준에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용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높은 기술수준으로 가기 위해 투자를 받고 차별화하고자 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수준과 비교해서는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
니다(k9).
우리 회사의 선박통신기기 기술수준은 ‘중’으로 이를 높이기 위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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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선진기술 습득이 필요해요. 워낙 일본이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
이기 때문에 일본과 공동연구, 은퇴한 일본 연구자와 협업 등을 하고자
합니다(k10).

매출액이나 이익 등은 앞의 표에 정리했지만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하
여 자산, 매출, 이익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매출액
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대면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대면 마
케팅이 중요한 사업 분야에서는 매출 감소가 큰 편이어서 기업별로 큰 차
이를 보였다.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은 환율 등을 통하여 손실을 보
전하는 기업도 있다.

전체 매출의 30%가 감소했어요. 일단 코로나 전에는 글로벌 시장의
의료기기 전시회(독일, 중국, 미국)가 있는데 모두 취소된 상태였고,
단기별로 시장개척단이 나가서 장비소개와 에이전시 체결 등을 하는
데 전혀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의료기기 특성상 매뉴얼만 보내면 어떻
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시연을 해야 하는데, 시연을 전
혀 하지 못하였고 시연은 화면을 띄어놓고 해도 되는데, 보통 의료기
기의 경우 피부에 대거나 통증부위에 대어 시연을 하며 환자의 반응을
직접 보거나 들어야 하는데 화상으로는 그 느낌을 전혀 설명하지 못해
한계가 있습니다(k2).
코로나로 대면수업이 어려워져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
나 때문만은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k4).
해외로 가면 금융정보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몽
골, 베트남 등을 거론했지만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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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한 매출은 줄었다고 봅니다(k7).
매출은 코로나로 인하여 3.3% 감소했는데 가격 네고를 통해서, 환율
방어로 자산과 이익은 약간 증가했어요(k10).
코로나 직전까지(2019년) 공연 수익과 지역 문화 콘텐츠 관련 행사
입찰 위주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코로나로 거의 전반적인 수입은 ‘0’에
가까웠습니다(k5).
푸드사업은 코로나로 홀딩한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과 2021년 01
매출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비대면 IT 기술력을 보고 투자가 있어 매
출이 발생했어요. 매출이 거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
50% 정도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오프라인 마케팅이 중요하고 마케팅 1회
로 매출이 확 뛰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마케팅이 어려웠습니다(k8).

코로나 시기에 환경 변화로 인하여 매출이 증가한 기업도 있는데 비대
면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코로나 영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사업 자체를 변화시
킨 기업들도 있었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자산 및 매출은 10% 이내의 증가가 있었습
니다. 그래도 병원 대상 마케팅을 할 수 없어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
야지요(k1).
코로나로 인해 크게 사업자체가 많이 변했어요. 매각 전 기업현황은
매출 8억 정도, 인원 20명 수준, 쭉 적자를 보고 있었고, 손익분기점
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기능성게임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인 부분이
라 그 전에는 사재를 털어 유지를 해왔고 물론 투자도 받았습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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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게임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1억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매출이
빨리 발생하고 있는 편이며 손익분기점은 넘긴 상태입니다. 게임은 잘
만들면 바로 매출이 날수 있는 부분이고 이전 *** 사업 중 기능성 게
임이나 헬스케어는 기술개발에 엄청난 투자와 시장개척이 필요한 부
분이었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았습니다(k3).
우리 회사는 ‘AI 홈트레이닝’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라, 코로나 이전보다 B2B 및 B2C 수요도가 증가하고, 해당 시장 자체
가 보편화되고 성장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및 매출, 도입/이용 문의
가 코로나 이전보다 30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많이 오
른건 B2B 기술자체를 판매하는 형태로 의뢰가 많이 와서 여기서 매출
이 나고 있고 하반기에도 대기업에서 요청이 와서 엔진자체를 하는 것
으로 매출을 내고 있어요(k6).
코로나로 인해 매출은 늘었는데, 늘었을 때 기술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당기순이익은 적자였지만, 기술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좋은 상황입니
다. 비대면사업을 해서 더 매출을 올렸고 오히려 사업의 기회가 되었
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은 2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건, 기술
에 대한 투자나 관련전문가를 찾는 연구인력을 찾는 것, 특허 전문성
마련 등에 대한 투자로 지식을 만들어내고 보호할 수 있는 것들에 대
한 투자를 말합니다(k9).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업은 시장 환경을 낙관적으로 바
라보고 있으며,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이후에도 확장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제대혈은행 통한 제대혈보관 매출은 국내 사업이라 연간 5~1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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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률이 최선이고....주력 생산품인 제대혈 줄기세포치료제는 첫
품목허가 제품이 무릎 관절염 환자 대상이라 환자수가 매우 많고 급속
한 노령화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가능
하여 시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k1).
지금 나오는 장비는 6년 정도 개발한 질염을 치료하는 장비인데, 주로
질염이 걸리면 병원에서는 포비딘과 약물처방 위주죠. 그러나 포비딘
소독 자체가 강하고 유해균 뿐 아니라 유익균도 죽고합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포비딘 소독이 단가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더라도 1회
만 하고 마는 경향이 있고 또 처방약 또한 간에 독한 약물위주입니다.
새로 개발한 기계는 세정을 위한 목적으로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것으로
수돗물을 활용하여 인체에 무해합니다. 우선 해당 장비는 올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구매의향서를 많이 받아놨고, 10~12월간 예상매출
액은 100억 정도로 보고 있어 상당히 낙관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k2).
매각 전 사업아이템(기능성 게임, 헬스케어)은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중국 포함 2조 정도의 시장규모를 가졌고 국내는
2,000천억 시장이고.. 현재는 게임아이템이고, 해외서비스만 제공합
니다. 개발당시부터 해외 타켓으로 하였고. 주요 유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요(k3).
2020년 유아 인형극 공연 콘텐츠를 소형 인형극장 교구 교재 패키지
로 제품을 12개월 시리즈로 제작하고 2021년 현재 ****에서 투자한
****(한국 총판)에 ‘인형극 그림책 00’ 런칭했습니다. 00의 전망은 낙
관적이라고 봅니다. 올 하반기 9월에 총판에 연결할 때까지 1억 정도
로 매출액을 예상하지 않을까 싶어요(k5).
코로나 및 비대면/AI 솔루션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 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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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층으로 자리잡으면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하고 있고 ‘집에서도/혼자서도/제대로’ 할 수 있는 셀프-홈 서비스
에 대한 시장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로 셀프 젤
네일 키트, 홈브루잉, 홈카페, 안마의자,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 상품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집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템 시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k6).
신용평가라는 영역자체의 기존시장이 있고 데이터를 여러 방면에서
사용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성장산업으로 보며 이에 낙관적으로 생각
합니다. 규제가 중요한데 데이터3법 통과로 이제부터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데이터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발전적으로 봅니다(k7).
미국의 개인맞춤 식이 컨설팅의 경우 전체 헬스케어 시장 내 개인맞춤
시장내에서도 10%로 작은 시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작아 그닥 크
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엄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
의 인식을 계몽하여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핀란드 북유럽
시장을 타켓으로 우수성과를 받았는데 앱만 가지고 핀란드에 오면 될
거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만들고 있는 음료 또한
긍정적인데 사실 앱은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 리스크가 크고, 음료를
개발해 K-Food 아이템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편인데 굉
장히 작은 시장입니다(k8).
게임엔진기반의 환경을 개발하고 메타버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고..메타버스의 시장은 360조
시장이라 하는데, AR시장 상용화는 2023-25년이라 보고 상용화가
되면 그 밖의 제반환경이 구성되어야 하니 우리 분야는 매년 5배씩 성
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잘하면 글로벌로 연결하고자 하고
분야 자체가 국적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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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관련은 일본이 독보적이예요. 일찍이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도전하고 했지만 아직 못이기고 있어요. 경쟁업체들의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확장으로 경쟁은 심화되고 있어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어요. 특히 일본기업들은 우호관계를 잘 취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더 우뚝서기 위해서 IPO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k10).

현재 사업을 전환 중인 업체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 전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국내 초중고대상 소프트웨어 교육사업은 비관적이예요. 코로나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졌고, 학교가 법인 보다는 개인과의 계약을 선호해요 여러
가지 행정 처리 등 때문에요.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을
활용하고 있구요. 콘텐츠를 만들면 쉽게 복제되서 퍼져나가고 콘텐츠에
대한 보호나 평가가 낮아요. 강사가 당연히 준비해와야 하는 것, 즉
강사비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해요(k4).

가장 중점을 두는 기업전략(기술개발, 마케팅, 자금확보, 원가절감 등)
등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보
고 있었고 내수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품을 산출하는 기업은 마케
팅을 가장 중점적인 기업경영 전략으로 보고 있었다.

기존 개발완료 또는 개발중인 줄기세포치료제의 해외진출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센싱 아웃을 추진하고 자사 핵심기술인 줄기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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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등 타기업 기술을 융합한 융복합치료제의 공동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k1).
가장 중점을 둔 전략은 기술개발이었고 대표로서는 자금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능성 게임이라 기능성 게임에 목적을 둔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목적이 다른 게임과 다르다보니 IT 업계 구인난이 심한데,
**** 구인난은 없었습니다(k3).
현재로서는 자금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작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IR 준비
중이고요(k5).
투자유치(자금확보)를 기반으로 한 기업가치 상승 및 이를 베네핏으
로 한 공격적 인재유치, 브랜드 포지셔닝 및 서비스 고도화(기술 연구
개발)를 통한 관련 시장 선점이 현재 추진 중인 목표입니다. 현재
dominant player가 없는 해당 시장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B2B 뿐만
아니라 B2C 영역에까지 확장을 위한 내외부의 리소스 확보가 필요합
니다(k6).
현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금융
은 곱하기 산업이라 사업아이디어에 대해 참여할 초기 고객을 확보하
여 초기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개발과
마케팅이 같이 있다고 보고..(k7).
현재는 현금유동성을 만들기 위한 원가절감(인원 감축, 사업 축소) 전
략을 쓰고 있고 인력감축을 통한 원가절감을 해 놓은 상태라 기술개발
과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k8).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일단은 상장하
는게 목표입니다(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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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부터 선박통신 기기분야의 세계 선두업체인 일본 고객사와 차
세대 기종에 대한 공동 개발 개시를 통해 선진 기술 습득과 제품 개발
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 기술개발 자
금은 물론, 마케팅 등의 투자입니다.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화/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혁신 등에 투자를 계속하
고 있어요(k10).

마케팅이나 글로벌 영업망의 확대 등도 중요한 계획 중 하나였다.

기술개발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주력을 하고 있고,
해외 규격인증(CE획득, FDA 승인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
기업의 경우 해외 규격인증을 받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고..해외 규격인증에 정부지원도 활용하고 있습
니다(k2).

다. 여성 기업인의 특성과 애로사항
남성 기업인에 비하여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그렇다
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 예를 들어 기술개발, 마케팅, 자금조달,
노사관계 및 인력관리, 규제 등을 질문하였다. 여성이라서 힘든 점이 있
는지 여부는 분야와 본인이 기존에 하던 일 등 기반의 여부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특별히 남성 기업인에 비하여 힘든 점은 몰랐고요.
바이오기업의 특성상 기술부문과 경영부문 차이가 큰데 창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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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베이스이다 보니 경영에 필요한 자질이 부족하거나, 특히 조직내
사람들은 뭉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남녀 차이보다는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
니다. 외부 활동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인맥이 부족하다던지 그런 것보
다는 결국 인맥도 사업하면서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므로 결국 남녀의
기본적인 차이로 오는 어려움에 집중하기 보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성 등 기본적인 것들은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해요(k1).
업무를 오래 해와서 인맥이 있고, 여성이어서 접근하기 어렵단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새로 핀테크 창업자들은 분명히 허들이 있
는데 이성간 깊숙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초기투자가 이어지려면 후속투자를 연계해주는 관점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성의 역할이 적은 것 같아요(k7).
여자라 어려움은 없었고 우리는 신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기업
인이 IT 설명을 해주고 파트너들은 신사업쪽 담당자이기 때문에 연령대
가 높지 않아 큰 허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 기업인이기 때문에 국
가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받았고요. 투자자 심사역도 남성
이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직
장경험이 있고 CTO가 있었기에 기술창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k9).
여성이라 겪는 어려움은 없었고요..어린 나이부터 함께 일을 해오면서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다 봤고...결혼도 안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k10).

동시에 창업 과정이나 기업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여성 기업인
들은 주로 기존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기술창업의 특성 상
이공계 분야 남성들이 많고, 신사업이 아닌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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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남성 네트워크에 비해 여성 네트워크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교육업계 내에 남성 네트워크는 많은데 여성 네트워크는 부족해요. 관
련 협회활동 등을 해도 사업 얘기보다는 주로 친목 중심이고...안정적
이면서 장기적인 유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남성 기업인
분들은 서로 협업하고 주고 받으며 성장하는데 여성기업들은 규모가
큰 기업과 코웍을 하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k4).
자금조달이 어려웠죠. 크게 국책과제와 투자유치가 있는데, 국책과제
의 경우 항상 발표자가 90%이상이 남성대표로 구성되어있고 최근에
는 성비를 일부러 맞추는 듯 하지만 심사위원 역시 50대 이상의 남성
이 주였어요. VC 심사역 역시 90% 이상이 40대 이상 남성으로 구성
되어 있어, ‘그들만의 리그’ 라는 소외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
근에는 많이 괜찮아졌지만, 3~4년 전만 해도 젊은 여성 대표에 대한
불신과 쉽게 보는 경향이 많았지요(k6).
경영상 어려움 또한 매우 많았죠. 그 중 권위가 서지가 않아요. 여성
CEO를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특히 임원급 이상 남성 직원들이
심하다고 느낍니다. 두 번째는 기획과 분석, 협상은 능숙한데 강단있
고 대장부같은 의사결정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흔히 사업하
려면 뻥앤구라가 필요한데 너무 퓨어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배
포있게 비전을 제시하고 끌고나가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을 들었
습니다. 바이오기업은 비전이 8할인데, 내가 이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적인 어려움인지 아니면
문화인지...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여성기업의 스케일이
작고 비전제시도 약하다는 평을 받습니다(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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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지 10년 이상이 된 여성 기업인들은 지난 기간 여성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는 느끼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젊은 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인
식이 달라져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 창업여건이 많이 달라진 것은 엑시트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예
요.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기술 성공을 거둔 뒤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과거에는 그게 어려웠고 망하기 쉬우니 창업이 어
려웠다면 요즘은 관련 자금 조달도 쉬워지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k1).
초창기를 보면, 주로 병원 위주의 영업이기 때문에 저녁에 의사 술 접
대가 가장 힘들었어요. 현재는 술문화가 거의 완전히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 기업인이 기업운영을 하는게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전을 돌이켜보면, 기업부설연구소 개발자들이 거의
남성이고 엔지니어의 특성이 강해 여성 CEO가 관리를 하기가 힘들었
는데, 지금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여성도 취업을 하고 있어 문화가 조금
씩 바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집 명의가 남편명의기 때문에 담보대
출을 받으려면 남편이 직접 은행을 가야 하는 자금대출상 번거로움을
겪었죠. 대부분 자산이 남편 명의였으니까요. 발표를 13번을 갔는데
첫 마디가 “여성 기업인이시네요, 처음이네요” 라는 멘트를 아직도 들
어요. 그래서 ‘엇 여자네 라는 차별적?’ 뉘앙스를 느끼곤 합니다. 심사
위원 중 여성이 한명도 없는 경우도 여전히 있고요(k2).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
다. 2000년 초반에도 은행대출을 받으려면 남편이나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했고, 또 여성대표는 그 회사 CTO의 여자친구나 바지사장일 것
이다라는 오해를 받아왔고, 또 여성 기업인이 좋은 리더십을 가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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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긴 했으나 벤처투자는 많이 못받
았고 주변 여성 대표들을 보더라도 벤처투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못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카리스마,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오해
가 있고, 창업아이템이 한정되어 있어서라고 생각하나, 본인이 느끼기
에는 VC 심사역 중 여성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형님-아우 네트워킹에서 밀리는 것...지금은 여성심사역이 20~30%
정도 있고, 그러면서 여성대표업체 투자액도 늘고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은 직원들이 여성대표에 대한 이상향이나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대표니까 합리적이고 도덕적일 것이라는 좋은 편견, 어머
니같은 리더십을 바라기도 합니다. 남자대표 같은 경우 남자직원들이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성대표에게는 고정관념을
적용해서 바라보고, 실제 이를 원하고..대표입장에서 직원들의 니즈를
마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리더의 타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며, 이런 상황들로 내적갈등이 있
었습니다(k3).
사회문화적 시선들이 있어요. 남성 기업인들과 만나면 어떤 사이냐고
물어요...전에는 술마시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최근에는 골프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어요(k4).
저 같은 경우는 모성애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부로 해고하거
나 하지 못하고...조직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k10).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자녀양육 등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지
는 않는지도 주된 질문이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기업 창업과 운
영에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은 원래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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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기업인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연히 일·가정 양립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성에게 더 과하게 힘든
것은 사실이죠. 다만 일과 가정을 모두 의무로만 여겨서 양쪽 다 최선
을 다해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여기면 번아웃되므로 그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과 가정을 내가 좋아서 주체적으로 선택한 대상이
라고 여기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되도록 함께 행복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마인드셋을 바꾸고 일과 가정 모두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
합니다(k1).
아이가 초2때 창업을 했는데, 가족(여동생)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
었어요. 창업 후 3년 정도는 주말에 쉬어본적이 없었는데 의사들이 주
말에 학회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어시스턴트나 전시부스를 했어요. 그
래서 요즘 여성을 채용시, 예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며 배려하고 있습니다(k2).
초등 3,5학년인데, 2008년부터 일을 하다 2010년에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하면 일에 방해되는 건 사실 맞다고 봅니다. 대체자가 없으니
출산 후 2주만에 복귀를 했어요. 아쉬운 부분은 여성자영업자의 경우
출산지원을 받는데, 법인 여성대표들은 출산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 여성창업자들이 워커홀릭인 면
도 있어서 출산 후 바로 복귀한 경향도 있고,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
간대 해도 출산 후 바로 복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k3).
각오하고 창업한건데, 어느정도 각오한 일이라 일·가정 어려움은 받
아들이고 있어요(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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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창업과정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혹은 계기와 관련하여 현재 생산품을 사업아
이템으로 하게 된 이유 및 사업전에 하던 일과 현재 사업과의 관련성 등
에 대하여 질문하여 학교교육이나 이후 취업경험 등이 창업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여성기업도 학교교육 및 이후 취업과
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 창업이 이전의 일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에서 골수이식 등 줄기세포와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럽
게 줄기세포에 관심이 많았는데 주변 선배들이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몇가지 아이템으로 사업구상을 함께 해보자고 권유해서 아이디어를
상상해보다가 덜컥 창업까지 연결됬어요(k1).
2012년도에 법인전환이 되었고 개인사업으로 2006년에 시작했어요.
원래는 물리치료사로 19년 정도 임상에 있었는데 국산의료기기가 없
어 독일, 일본, 미국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막상 보니까 국내에서 이
런 장비를 생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뛰어들게 되었어요. 물리
치료사 19년 중 15년은 병원에서, 4년은 보건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를 하고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보자란 생각과 역으로 더불어 해외에 수
출하자란 생각으로 시작했어요(k2).
2000년에 모바일 게임회사 첫 창업 후 2008년 매각을 하고 2010년
****를 2번째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게임을 좋아해서 학생때
창업했어요(k3).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40이 가까워오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맞
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집 경험이 교재 교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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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었습니다(k5).
전에 일하던 팀원들과 하기 보다 혼자서 창업을 시작했어요. 전에는
금융데이터 특화 인력이었고, 기존에는 금융정보를 가지고 신용평가
하는 업무를 했고, 너무 양극화되고 자동심사를 하다보면 약한 사람들
이 배려받기 어려운..결국 차별되는 부분이 생겨 이런 부분을 보완하
고자 새로운 신용평가를 2016년에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고있던 일을
다른 차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k7).
학부(바이오) 졸업 후 금융권에서 7년 근무했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석사과정으로 바이오쪽으로 진입했고 이후 연구원에 근무하다 바이오
의학 또는 제약사와 체외진단 일을 하며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k8).
직장 다닐 때 데모시현을 3D로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직관적이고 커뮤
니케이션이 잘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창업준비 중일 때 딸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올 세대는 영상을 통해 학습하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삶일듯하여 사업적 비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k9).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한 사유는 위의 동기와 유사한데 개인적인
경험이나 필요성, 글로벌 시장 성장의 방향에 대한 인식 등이 일반적이
었다.

임상에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시장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창업시 맨땅에 헤딩하는 식이었고 창업시 여성이 의료
기기 제조업을 하는 경우는 없어 멘토역할을 해줄만한 기업체가 없었
어요.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복지부에 올라와있는 자료, 식약처를
들낙거리며 정보와 지식을 얻었습니다(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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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때 창업은 게임개발회사, 모바일 게임 회사인데 2008년부터는
기능성 게임으로 집중했어요. 게임이 유저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 교육, 헬스케어 등을
접목한 것입니다(k3).
유치원을 운영도 했고 교사생활도 하면서 인형극을 교구로 만드는 회
사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육 콘테츠인 인형극을 교구 및 교
재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k5).
건강, 그 중에서도 ‘운동’ 부분은 시대, 세대, 국경을 막론하고 필요성
이 없어지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평소에 느낀 불편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다가 현재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어요(k6).
신용평가모형은 담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고자 했는데, 신용
약자들에게는 차별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기존 데이터가 없는
청년, 주부, 외국인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연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융이 꼭 필요한 곳
에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를 바랬어요(k7).
창업의 계기가 된 것은 아이가 심하게 아파 식이문제를 해결해 면역력
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돈보다 내가 겪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k8).

전에 하던 일은 다양했는데 현재 기업의 생산품이나 운영과 밀접한 관
련을 가지고 있다.

병원에서 하던 일이 골수이식, 장기이식과 관련된 면역학적 검사를 전
공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 골수이식을 대체할 수 있는 제대혈이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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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가지게 되었어요. 병원내에서 제대혈은행을 설립하게 되어 현
재 사업과 연결되었고, 제대혈은행에서 시작한 것이 줄기세포치료제
라는 첨단바이오치료제 개발과 생산을 하는 바이오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지요(k1).
미술교육 전공이 창업에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사범대에서 융합적 사
고를 많이 배워 게임 창업에 두루두루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경험이 쌓여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k3).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그래픽 설계업무를 거쳐 개발자 업무를 했고,
컴퓨터교육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 좋아져서 창업하게
되었어요(k4).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아이키우면서 경단이 되고, 그 이후 뭔가 하고
자 했는데 커리어가 없어 동화구현을 하기 시작했죠. 색동회에 문화부
장관상을 받고 들어갔고,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기 시작, 보육
자격증을 딴 후 선생님을 하다 어린이집 운영(원장)도 1년정도 했습니
다(k5).
경찰행정학을 전공했고 광고대행사에 다니다 장교로 복무했어요. 전역
후 기획자로 출산이후에 복귀하려고 하니 모바일이나 오토서비스가
붐이 되어 2013년도 IT서비스회사에 들어가 IT쪽에 입문했습니다.
실무 기업에서 기획자로 일하면서 익힌 것이 많아요. 1년 정도 사업계
획서를 쓰다 제안이 들어와서 기획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회사 중역
이 창업을 했는데 그 멤버로 들어갔다 1년 동안 사업총괄 하다 창업하
였고 아이템은 다르고 분야가 같죠(k9).

창업에 소요된 기간, 창업 후 손익분기점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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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경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기간(5년 미만) 안에 이익을 실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창업준비는 6개월 이내 초기 엔젤투자까지 마쳤고, 2000년도 설립하여
2년만인 2002년도에는 제대혈은행을 통한 제대혈보관 사업으로 손익
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창업 5년만인 2005년에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
장하였습니다(k1).
장비가 나오기까지는 3년이 걸렸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허가를
득할때까지 테스트를 하는데, 의료기기는 허가가 나와야지만 테스트
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계속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보면 개발하는데 1년,
허가기간 2년, 총 3년이 걸친 다음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손익분기점은 1년만에 달성을 했는데 의료기기는 5천대가 넘어가면
대박상품이라 하는데, 1년만에 5천대가 나가 손익분기점을 쉽게 넘겼
습니다. 필드에 오래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가
능했던 것 같아요(k2).
창업을 고민하기 까지 3년 정도 걸렸어요. 개인교육사업자로 활동하
면서 준비하고 법인화하는 과정이..1인 창업이라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
했고, 자본금 100만원으로 공유오피스에서 시작해서 손익분기점은 첫
해에 넘었죠(k4).
2015년 창업 후 2018년 매출이 5~7억 가량 되었고, 빠른 시간 안에
창업후 이윤을 남겼어요(k5).
가볍게 시작한 때부터 산정하면 약 5년여 걸렸고 손익분기까지 앞으로
2~3년 더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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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정도 걸렸고 재작년에 흑자가 났는데, 작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해서 작년에 소규모 적자가 있었어요. 2023년에 손익분기점 돌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즉, 3년안에 손익분기점까지 걸린 것이죠(k7).
기획은 2년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정식런칭을 한 것이고, 매출이 난
것은 지난 12월로 2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사업
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쉽지 않은데, 디지털 헬스케어로는 생존 자체
가 쉽지 않아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음료사업을 가을에 런칭을
하고자 계획중이며 가을정도에 매출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k8).
창업은 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6개월 정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고민하
면서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은 CTO가 있었고, 둘이서 시작하면서 인
력을 충원해갔습니다. 매출은 계속 있어왔는데, 1~2차년도에는 거의
비슷했고, 올해도 매출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에 기술투자
를 많이 해서 어려웠으나 내년엔 흑자전환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창업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다 알고 있었고, 정부과제 경
우도 미리 예전에 수주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랐고, 하고 싶은 아이템
과 매출이 나는 아이템을 병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k9).

창업준비시 가장 어려웠던 점, 창업초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공통적
으로 인력확보 문제와 자금확보였다.

처음에는 개발인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두 번째는 자금난이
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건 인력채용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규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도 어려웠구
요(k2).
첫 창업때는 맨땅에 헤딩식으로 했어요. 주로 지인추천의 방식으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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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꾸렸고요. 두 번째 창업의 경우, 회사를 경영하고 상품개발에 어려
움은 있었지만, 창업상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이템도 정리가 되었고
인력구성도 준비가 된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사실 인력
관리가 어려운데, ***를 매각한 이유 중 하나도, 본인은 게임 전문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었는데 회사 개발팀이 헬스
쪽에 중점을 뒀고 실수를 해서 자금소모를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사업
부를 매각하게 된 큰 결심이 되었어요(k3).
창업초기에는 뜻이 맞는 사람이 필요해요. 프로젝트 수행 역량이 있는
강사가 많지 않았어요(k4).
창업할 때 팀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사람이 중요하
다고 여기고 있어요. 경단여성들을 많이 뽑았고, 사업이 커지면서 이
분들이 사업을 들고 나가 이후 직원을 뽑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k5).
학생창업에 문과출신으로 기술창업을 했던 터라 경험, 백그라운드, 네
트워크가 전반적으로 부족했으며, 그로 인해 자금유치와 팀빌딩에 오
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초창기에 정말 힘들었고, 그냥 온갖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에는 다 올리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모였고, 초창
기에는 자금 받아서 그걸로 외주를 줬고, 외주를 줬던 곳의 대표님을
아예 설득해서 저희 팀으로 모셔오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고, 제가 원
래 울산 출신인데 울산에 유니스트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기술적
으로 잘 되어있어서 그쪽에 아무나 붙잡고 교수님들께 다 메일 보내서
‘나 이런 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해서 외국인 교수님이 답변을 주셔서
그 교수님이 학생들 붙여주셔서 한단계, 한단계 개발하다가 그 외국인
학생들이 졸업하면 저희 회사로 조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k6).
새로운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 자금 뿐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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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특히 채용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공동창업이었다고 하면 각자
기능을 가지면서 했을텐데, 초기멤버를 구하는거, 사회적 네트워크,
핀테크 영역이라 일반적 사업처럼 시장 테스트를 빨리 받아 결과가 나
오는 업종이 아니라 바로바로 투자가 어렵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인
력충원은..초기에 투자를 받아 지인들을 통해 추천받은 사람을 채용,
기존 직원이 또 추천하는 방법으로 충원해갔고, 기술기반 기업은 기술
이 빨리 발전하고 역량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필요하
게 되요(k7).

창업초기에 기업이 가져야 하는 사업의 비전 등이 어려웠다는 설명도
있다. 특히 기술개발을 통하여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것은 비
전이 확고할 때 가능한 것인데 불확실성을 넘어서는 것이 어려웠다는 응
답이 있었다.

기술을 시장에 필요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어려
웠고, 초기 계획에서 끊임없는 변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이 안보이는
불확실성을 뚫고 도전하는 일이 가장 힘든일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한
비전수립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자금이나 인력확보는 오히려 두 번째
어려운 점이 아닐까(k1).
대표가 사업 비전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운영은 매우 어렵
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닌 시장이라면 하면 안되겠다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규모가 커져 분야별 담당자가 있다면
상황은 다르겠지만, 창업해서 경영하는 경우는 소신을 갖고 쭉 이어나
가야 한다고 봐요(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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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화하는 환경에 앞서 대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시
장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
였다.

첫 창업은 대학교 3학년때였고, 막연히 게임회사를 창업하고 싶단 생
각이 있었어요.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웹2.0이라해서 기술트
렌드가 많이 바뀌는 분위기여서 기존 사업체를 정리하고 새로 창업했
습니다. 피쳐폰용 게임은 시장비전이 없다고 판단했고, 첫 창업을 매
각한 것입니다. 즉, 외부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매
각 후 아이폰용 단순 게임이 아닌 기능성 게임을 하게 됐고, 이어 아
이패드가 나온다는 소문이 날 즈음, 기능성 게임은 사실 아이패드가
더 효과적이라 생각했고 이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k3).

마. 정부지원 경험
여성 기업인으로서 받은 정책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가 단위인지
지역단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자금, 마케팅 등 판로, 기술개
발, 인력 등)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일반적으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을 받은 경험은 있었고 최근 창업하거나 기술창업의 경우에는 지원비율
이 상당히 높았다. 전통적 업종인 교육서비스업 등은 정부지원을 받은 경
험이 없는 경우가 있고 창업기에는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이후 경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1차 개발시 여성벤쳐협회 통해 현재의 부지를
확보 가능했기에 사옥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여성친화기업 등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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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다양한 기프트와 혜택을 받았습니다(k1).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창업하고 3년 정도 되었을
때 차기 장비개발시(치과장비) 시제품개발 정부과제가 있었는데, 시제
품개발을 해서 인증받는 시험비를 지원해주어서 성공했어요. 초창기
에는 창업자금 정부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창업이후에 정부지원을 많
이 받았습니다. 시제품 관련, 시험비,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
램이 연계되고, 해외규격인증비 지원(대개 8천만원인데 정부지원 5천)
사업도 잘 활용했습니다. 마케팅은 시장개척단, 부스지원, 운송료 지
원을 받았습니다.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면 가점이 있어 유용했고, 올
해 박사학위자 채용 예정중인데, 박사학위자의 경우 연봉이 높아서 채
용을 못하다 중기벤처부에서 지원해주는게 있는데 채용을 하면 연봉
의 반을 지원해줍니다. 3년까지 지원을 해줘서 고급인력 채용이 가능
할 듯 해요. 출산휴가시 급여지원을 해주는 것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k2).
제작지원은 주로 컨텐츠진흥원을 통해 3~4번 받았고, 창업준비 할때
는 몰라서 받지 못했어요. 2000년대에는 지원이 많지도 않았고 알지
도 못했습니다. 창업 후 정부과제 수주를 했는데, 전체 매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 정도 되었고요. 외부 벤처캐피탈 펀딩은 받지 못했
고, 엔젤투자자를 통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창업후 5~6년 있다 엔
젤투자를 받기 시작했고, 전에는 없다가 이 시점부터 받게 된 것은 헬
스케어로 가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템이 되어 투자유치의 필요
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임으로는 많은 투자를 받지 않았고 전통적
기준으로 투자하려면 우리기업이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것이예요(k3).
여성 기업인으로 받은 것 보다...그냥 여러 정부지원금을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잘 만들어서 남자기업인들이 받는 것과 동등하게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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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고, 소스는 ‘기업
마당’을 이용했습니다. 정부자금은 올해는 4천만원 정도이고, 올해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창업 후 정부지원으로는 연간 4천 정도
로 받았고, 그 외는 정부사업 입찰로 4억 정도...창업 후부터 코로나
전까지의 정부지원은 10억 정도, 이는 매출의 90%라고 생각합니다
(k5).
국가과제(중기벤처부, 창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등) 참여로 다수의
지원 받았고, 지역(울산)에서도 많은 현물+현금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로 R&D 및 사업화 자금, 사무실 공간 관련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
다. 미국 실리콘 밸리에 가서 체류하면서 교류하는 지원도 받았는데
총 3단계 정도 있었는데 한 단계별로 3개월 정도 있을 수 있는거였는
데 처음에 10팀 가서 3개월 지내고 5팀이 2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에
2팀 3단계 올라가고 그랬는데 3단계까지 다 하고 거기에서 워싱턴쪽
에서 불러주셔서 거기서 6개월 있고 해서 총 1년 6개월 정도 있을 수
있어서 거기 생태계를 많이 봤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20억원
가량 될 것이고 창업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국가지원이 차치하는 비율
은 80%정도 됩니다(k6).
창업초기에는 몰라서 못받고, 중간정도에서 핍스(국가R&D자금) 외국
의 VC 자금받고 여기에 매칭투자하는 지원을 받았고, 서울창업허브의
공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받은 지원이며, 초기 1년반은
3억원 정도로 초기 자본금으로 운영했어요(k7).
위셋에서 경력복귀사업에 참여했어요. 초기 국가과제들 초기창업패키
지, 위셋 경력이음 지원사업, 바이오위크 스타트업 선정 등 2억정도
받았고, 전체 창업자금 중 국가지원 비중은 30%정도입니다(k8).
3년 안에 받을 수 있는건 거의 받았어요. 중기부 선도벤처연계형,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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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돌, 여성이라고 들어간 정부지원은 다 받았습니다. 여성기술인력이
많지 않아 경쟁력이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각 부처에서 하는 과제도
받아 수행해서 전체 금액은 4억정도. 초기 창업에 필요했던 R&D 금
액 중 정부지원금액은 50% 정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거의 기
술개발 부분으로 했고 장단점이 있지만 초기기업들에게 있어 정부지
원은 필요합니다. 창업지원보다 R&D사업이 많이 도움이 되었고 디딤
돌은 확장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R&D를 가장 도
움을 많이 받았던 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규모도 늘리고 기간도 긴
지원에 한해 이후 신청할 예정입니다(k9).
여성 기업인증 받았고, 기술개발과제 정부과제 선정할 때 가산점 받았
어요. 여성고용우수기업,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등도 지자체와 맺었
습니다. 정부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기 보다는 가산점 등이 일부 있
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고 저 같은
여성기업 대표가 거의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매출액에서 어떤 인증 같
은 것 받을 때 밀릴 수밖에 없는데 여성이 없는 분야이니 일부 할당
등을 해줘서 후배 여성기업에 기여하고 싶어요(k10).

3. 조사 결과 분석: 중국
가. 기업의 특성
CEO의 특성에 대해서는 연령, 학력, 전공분야, 여성 기업인 소유 혹은
경영여부를 질문하였다. 연령은 33세에서 52세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50
대보다는 30대와 40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30대의 경우에는 따라서
창업 후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가족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경우에는 업
력이 길고, 주요 생산물도 증가하는 등 사업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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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은 대체로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공은 매우 다
양하였는데 많은 경우 본인의 전공과 사업의 연관성이 높았다.
기업의 특성으로 주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위
치), 기업의 유형(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등을 질문하였다. 장춘을 포함
연길이 3곳, 북경 4곳, 상해, 청도, 대련 각각 1곳이 포함되어 있다.
주력생산품(매출액이 가장 많은 것)은 위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다. 기
업의 성장단계(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상
주로 창업기와 성장기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나. 기업의 일반현황
전체 자산규모나 매출액, 당기순이익(2020년 기준/위안화) 등은 위의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기계공학을 주
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교육관련 IT
서비스 기업은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강식품, 김치, 전통음식
기업은 자산규모가 5,000~6,000위안 정도 되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매출액을 보면, 김치제조기업과 기계공학 기업이 유사한 규모로 크며 교
육서비스 기업의 매출액도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당기순이익은 매출
액 규모가 큰 기업에서 유사하게 큰 편이었다. 수출비중 높은 기업은 한
국 등을 상대로 기계와 음식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
았다.
주 생산품은 있지만 주요 매출원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골격클리닉에서는 치료를 하면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거나 예절교
육 컨텐츠를 개발함과 동시에 강사를 양성하거나 직접판매를 하면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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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차이즈를 늘려나가는 영업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 사업 발전
단계가 성장기인 경우에 이러한 사업 방식을 활용함을 알 수 있다.

북경, 상해, 심천에서 골격교정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골격교
정을 미용실로 돌리는 영업을 주로 해서 강의와 교정 소득이 거의 반
반정도 입니다(a1).
주요 업무는 예절 교육 선생님의 직무 능력 평가, 기업 예절 교육 자
문 서비스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예학 응용 기술, 예학 인재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21세기 신시대의 예절 응용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a3).
창업 시스템 관련 자문을 하고, 기존에는 수입 및 수출이 약간 있었지
만 코로나로 인해 많이 없어진 상태고 지금은 교육 영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a4).
19년도에는 본사 해남도에 있으면서.. 2019년에 저희가 북경에 회사
설립을 했어요. 가맹모집이 들어가니까..(a7).

고용인원 규모는 기계공학과 김치제조 기업, 교육서비스 기업과 같이
매출액이 큰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컸지만 모두 200인 이하의 중소규모
기업이라 볼 수 있다. 나머지 50인 미만 기업이 다수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큰 곳에서 남성 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근로자의 성별 비중 등은 기업의 생산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성별 직무분리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골격클리닉에서 치료사들이
여성이 많다던지, 음식조리 직무에 여성이 많고, 운반이나 기계를 다루는
업무에 남성이 많다던지 하는 성별 직무분리 현상은 중국도 한국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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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규모가 크고 첨단분야 및 기술개발이 중요한 업
체에서는 여전히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 대상 기업들은 기업의 주요 활동이 한 가지가 아니고 기술개발
과 프랜차이즈 운영, 기술개발과 강사활용, 치료와 강의 등 복수의 수입
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인력활용면에서도 이원화된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

치료사 기술자가 여성이 많습니다(a1).
거기는 음식업이고 서비스업이어서 여자가 80%, 남자들은 20%에요.
주로 픽업서비스(호우치네)나 배달, 운전수, 무거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자죠(a2).
회사 자체 업무인력입니다. 총 58명으로, 남자 36명, 여자22명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62%, 38%입니다. 나머지 100여명의 인력은 모두 강
사진입니다. 매일, 매주, 매월 전국적으로 많은 예절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강사진은 100여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인력은 160여명 입니다. 예절교육 선생님이기 때문에 100명 중 5명
이 남자선생님, 나머지 95명은 여자선생님입니다(a3).
저희 업계가 특수한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을 크게 2개의 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현대 교육 기술 분야가 그 중 하나인데요. 사범
대 출신이 많습니다. 현대 교육 기술 전공 자체도 여학생이 많구요.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팀에 여성인력이 많을 수 밖에 없
죠. 디자이너 역시 미대 출신이 많기에 자연스럽게 여성 비율이 많아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간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지켜보니 여성
디자이너가 저희 업계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여성이 아무래도 더
섬세하고, 인내심이 강합니다(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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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특성이죠. 우리 회사는 중공업쪽에 속하니까 현장 사람들이
거의 남성이고, 사무실에 직원이 보통 비서, 홍빈 그런 일을 하는 사
람들이 거의 여성이고, 재무, 관리쪽이 여성이 많고, 현장은 100% 남
성(a6).
우리가 가맹모집이나 이런 쪽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가맹모집을 하고 영업을 하고 그런 쪽에는 거의 남성분들이 영업쪽을
담당하고, 제품판매는 여성이지만..(a7).
여성6, 남성4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견학 여행 상품을 주로 하는데
요. 이 과정에서 가정내 엄마가 주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을 상대하는 일이라서 여성(엄마)이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a9).
300명입니다. 여성이 20%입니다. 저희는 첨단기술 기업입니다. 자율
이동 기술을 실내에 접목하고 이를 물류산업에도 적용합니다. 또한 다
양한 기술들을 한꺼번에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말하
자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거죠. 그래서 남성이 많습니다(a10).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자산, 매출, 이익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매출액 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별로 큰 차이를 보
였다. 건강정보컨설팅 기업은 초기에 영향을 모두 만회하였다고 하였고
기계공업 기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음식업, 건강식품개발 및 판매 및
교육서비스업, 여행관련 기업은 영향을 크게 받았다.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기는 받았어요. 코로나 그 당시에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코로나가 지나고나서 그 전에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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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있을 때보다 더 나아졌다는 느낌. 그래서 그 전에 손실을 입었던
부분을 코로나 지난 후에 매출이 늘어나 거의 다 따라잡은 셈이죠
(a1).
코로나 때 매출이 30~40% 정도 떨어졌죠. 아무래도 영업장소를 문
닫게 하고 철저하게 했으니까 그 동안에 한달 반인가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게 됐고..(a2).
40~50% 정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제작년에 확정되었던 주문건들도
작년에 취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예산 삭감을 고려할 시 저희가 서비스하는 직원
교육의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순수 비용지출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
비중이 높습니다(a5).
저희는 교육이 융합된 여행산업입니다. 여행산업은 특히 코로나로 인
한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 해외수출이 중단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400만 위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량 줄어든거죠(a9).

한편 코로나 시기에 환경 변화로 인하여 매출이 증가한 기업, 사업의
전환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도 있었는데 비대면 서비스 등을 개발
하는 등의 방식이 그것이다. 기술개발이 중요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
업은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매출에서는 수입, 수출은 줄어든 측면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향에 돌아온 분들이 많아지면서 창업
관련 교육을 들으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죠. 배가 넘게 늘어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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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래는 교육분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홍보하
고...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시간도 많아지다 보니 배우려는 분들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a4).
이익은 없었지만 저희 회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
에는 오프라인 강의 위주였다면, 작년에 기술팀을 모시고 예절교육 관련
APP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된거죠(a3).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유일한 AMR(자율이동형 로봇) 양산 기업입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에 몰두했기 때문에 2020년은 상업화 첫해로 저희는
오히려 수익이 좋았습니다. 2020년 수주금액은 이미 억대를 넘어섰습
니다. 코로나가 아니였다면 상황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예측하기로는
올해 3억 위안 정도 될 것 같습니다(a10).

사업 전망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업은 시장 환경을 낙관적으로 바라보
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소비자의 요구 변화, 자체 사업다각화, 공공구매
확대 등이 있다.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이성적이 되고, 미용업계에서도 예전에는 미용사라고 하면 전
업성이 약하고 기술성이 약하고 이런 인상으로부터 지금 점점 더 전문
적인 이런 가게에 가서 관리받는 것을 원하는 추세니까 저희 지금 업
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a1).
지금 밑에 하청, ***이 있고 ** 뚝배기라고 있고 작년부터 ** 포차라고
이번에 봄에 들여온 커피숍이 있어요. 최근 **에서 반찬 브랜드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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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단말입니다. 이렇게 5개라 구동하는게 다 달라요(a2).
주요 업무는 예절 교육 선생님의 직무 능력 평가, 기업 예절 교육 자
문 서비스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예학 응용 기술, 예학 인재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21세기 신시대의 예절 응용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019년, 영광스럽게도 중화인민공화국연감(中華
人民共和國年鑒)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시장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

라고 할 수 있죠(a3).
선박쪽에 쓰는 선박용품인데 갑판에서 쓰는 기계고, 그건 우리 회사에
서 거의 한국에 50% 쯤 차지하고....작년 매출액이 별로 변동이 크지
않고요(a6).
모링가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이름 나있고, 역시 우리
나라 주석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모링가를 선물한 적이 있어서 제품
이나 여기 자체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사업 자체가
지금 중국 자체가 건강쪽으로 많이 전략적으로 추세로 보고 있고요
(a7).
현재 중국사람들도 저희 회사제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자치(중국 최고의 왕홍)가 저희 회사 김치를 10초에 100톤을 팔았
습니다. 조선족 시장, 한국 시장만 생각한다면 시장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사람들까지 저희 김치를 알아주기 시작해서 시
장전망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죠(a8).
견학 여행의 경우 시장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비록 작년은 코로나 때
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정부 역시 정책 차원에서 견학 여행을 지원
하고 장려하기 때문에 곧 나아질거라 판단합니다. 견학 여행은 역사,
인문, 과학기술, 자연 등 여러분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과학기술 견학 상품을 취급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로켓발사 우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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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을 가죠.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망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a9).

가장 중점을 두는 기업전략(기술개발, 마케팅, 자금확보, 원가절감 등)
과 현재 기술력의 수준 등에 대하여 인터뷰 대상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마
케팅을 가장 중점적인 기업경영 전략으로 보고 있었다. 각 산업에서의 디
지털화 등 기존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운영을 기술기반으로 변화시
켜야 한다는 의식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사업체의 기
술 수준 역시 낮은 편이 아니라 대부분 경쟁분야 중에서 중 혹은 상의 기
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기술, 응용 솔루션 등에 대한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죠(a3).
창업을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도와주는 교육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
고 있습니다. 10여년간 운영해왔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상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a4).
현재 대기업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몇백 몇천명의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대기업을 통해 쌓
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죠(a5).
생산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제조만 하는 것이기에 관리 시
스템을 높이고, 생산질을 높이는게 보다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a6).
좋은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의 건강에 유리한 것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서 기술개발이 너무 필요해요. 중국의 기술개발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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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야겠고요. 엄청난 기술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의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한국의 기술인들과도
많이 접촉하고 있는거죠(a7).
맛과 영양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죠. 만두, 볶음김치 등 김치 관련
상품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CJ에서 저희 김치를 구입해서
김치찌개, 김치만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a8).
핵심이 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여행상품의 개발과 국내 핵심자원의
발굴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상위성 센터에 가서 로켓발사를 보는 등의
여행자원을 계속 발굴하고 연계하는거죠(a9).

마케팅이나 글로벌 영업망의 확대 등도 중요한 계획 중 하나였다.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에 목표는 제가 일본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
요.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 사이의 인재교류, 일본에는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중국에는 기술이 좀 더 발전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방면으로 인재교류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한가지
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가
맹점, 체인점 이런 방면으로 계획하고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a1).
지금 우리는 기술개발과 신메뉴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 요즘은 중요한
게 마케팅, 특히 샤오홍슈(小红书, 중국판 인스타그램), 틱톡(抖音)등
이런 플랫폼을 통한 왕홍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고..(a2).
마케팅이 중요하죠. 좋은 제품, 좋은 기술 개발 하면서 좋은 제품이
나오면서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띄워야겠죠(a7).
지금은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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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기술개발은 오랜시간 진행하면서 이미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
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유능한 100여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습
니다. 동종업계를 비교했을 때 개발자팀 규모가 가장 큰 회사일거에
요. 저희는 국가 첨단기술 기업입니다. 북경의 올해 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혁신)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중관춘(중국 베이징의 IT 기업단지) 첨단 기술 기업에 선정되었죠. 매년
20~30개 기업만 선정됩니다. 500대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
작했습니다(a10).

다. 여성 기업인의 특성과 애로사항
남성 기업인에 비하여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그렇다
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 예를 들어 기술개발, 마케팅, 자금조달,
노사관계 및 인력관리, 규제 등을 질문하였다.
기술을 보유한다면 여성이라도 기업 경영에 있어 실질적 어려움이 없다
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 인맥관계보다도 그래도 실질적인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봐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우대를 펼
쳐주는 사회라서 우리 부모님 때 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크게
곤란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a1).
굳이 남성하고 비교해서 그런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나도 성격이 우리 엄마를 닮았는데 굳이 그런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학습하려고 다른 성에도 나가고 외국도 나가면 거기에 동북3
성(东三省) 출신의 여성기업가가 많습니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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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 비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남자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
이 달려왔습니다. 남성 기업인에 비해 기업 운영이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인력관리나 다른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a4).
저는 회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인력관리, 재무, 시장
홍보 및 마케팅 등 전반적인 부분을 포함하죠. 제가 맥킨지, 투자기관
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a10).

창업한지 10년 이상이 된 여성 기업인들은 젊은 창업자들과 인식이 다
소 다르고, 업종의 특성도 여성기업 운영상 어려움에 영향을 미쳤다. 중
국도 과거에는 자금대출이나 공공대상 업무시 여성들이 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었으므로 최근 창업자들과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여성으로서 창업을 하려면 우선 남성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a3).
우리 같은 중공업 기업은 여자들이 종사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경영, 생산관리쪽에서 노동자들이 거의 다 남성이니까 관리쪽에서는
아주 너무 힘든거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다보니까 한국분들 바이어
들하고 상담할 때도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죠. 특히 저희 회사에서도
영업하는 팀에도 여성들이 몇 분 있는데 한국에 영업을 하잖아요. 그
러면 한국 문화도 알다시피 같이 바이어들하고 술도 마셔야하고, 오락
장소도 가야하니까 많은 불편이 있죠...(a6).
여성 관리자들이 은행의 행장님과 상담이든지 회계는 그 가운데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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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나 하고 그러지 대출하고 자금 필요할 때 은행 행장들도 만나고
할 때는 총경리 남성분들이 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a6).
초창기에 여성으로 기업 하기에는 지금처럼 활발할 때도 아니고 저희
민족이나 저희 세대가 여성들이 나와서 사업할 때는 여성들에 대한 불
존중이라고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어려웠었죠. 그리고 거의 초창기에만 해도 시기적으로는 술좌석 같은
경우 초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껄끄러웠죠(a7).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자녀양육 등 일과 가정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지
는 않는지도 주된 질문이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
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분리
되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지만 일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과 출산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중국사회 변화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이 변
화하면서 최근으로 올수록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곤란이라면 가정과 사업을 동시에 돌볼 수 없다는 점...사업을 하다 보
니까 사실 제가 나이가 37세인데 아직 아이를 갖지 않고 있는 상태입
니다(a1).
우리는 제조중공업이니까 항상 야근하는데 야근을 해야하니까 집에
애들은 어르신들이 안계시면 유치원에 보낸다던지 조건이 되면 보모
를 찾든가 그래야지, 안그러면 출근에 지장이 많거든요(a6).
우선 집에서 남편이랑 시댁쪽에 지지받기에는 많이 어려웠죠. 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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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못해주시는 부분이 더 많았고, 사실 시작 초기에는 다 그렇게 시
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오래 하다 보니까 애도 크고 이제는 시대도
그렇게 되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 좀 덜하기는 해요(a7).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죠. 아이가 돌 무렵 제가 창업을 해서, 아무래도
아이가 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죠.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
많은데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죠. 아무래도 크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방학, 주말을 이용해서 견학 활동에 아이를 참가시
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평일에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많지 않아요
(a9).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
습니다. 학교 등하교는 물론 방과후 활동 등 거의 모든 일은 시터님
혹은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시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
마가 함게 하는 시간이 많아야 아이들 성장에도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안타깝죠(a10).

라. 창업과정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혹은 계기와 관련하여 현재 생산품을 사업아
이템으로 하게 된 이유 및 사업전에 하던 일과 현재 사업과의 관련성 등
에 대하여 질문하여 학교교육이나 이후 취업경험 등이 창업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학교교육 및 이후 취업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 창
업이 학교 및 이전 일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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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학을 배우면서 병원에서 8개월동안 일 하다 보니까 너무 따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생활하고는 턱도 없이 먼 느낌을 받아서
이런 창업의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전공이 침구 추나였
습니다. 저희 과실에서 추나하는 이런 환자분들 보면 뼈가 아프고 등
판 디스크가 아픈 분들이 치료한 후에 얼마 안지나면 또 재발하고 얼
마 안지나면 또 재발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 하던 병원이 성중의원이었
거든요. 길림성 중의원인데 이만한 기술로 왜 이 정도밖에 안되냐 하
는 질문에서 우연히 친구 소개로 독일에 연수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서 답을 얻고(a1).
관광, 호텔경영 전공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직
업도 손님들 접대하는 서비스업이니까. HR, 사람관리, 이 두 개를..깊
게는 못배웠지만 와서 그래도 나름 많이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에서 배운 것에서(a2).
2003년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치원 선생님들은 인성교육이 조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
고 저에게 말해주었고, 인성 교육이 더 구체화되서 우리의 수업을 실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자
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예절 교육은 행동규범을 가르치는 등 매우
간단한 수준이었습니다. 인성교육을 실제로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도
록 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a3).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창업 멤버들의 전공은 대부분 현대 교육
기술입니다. 대부분 전공과의 연계성이 높죠. 지금 현재 회사의 초창
기 창업 멤버들이 예전 회사의 동료입니다. 당시 그 회사는 K12 온라
인 교육을 하는 회사였습니다...10여년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
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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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거죠. K12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였지만, 그
분야가 경기가 좋지않으니 기업으로 눈을 돌린거죠. 기업도 분명 교육
이 필요할테니까요(a5).
남편이 원래는 무역을 하다가 한국 바이어, 우리에게 귀인이라고 할까?
그분을 만나서 무역보다는 나중에는 생산업체가 오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조언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조언을 받아서 창업을 한거죠(a6).
거의 제가 요식업도 20년을 했어요. 20년씩 같이 있던 직원들이 저보
다 젊은데 건강쪽으로 안좋은 분들이 많고,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쪽으로 많이 관심을 돌렸죠. 그리고 제가 해남성에 있으면서 우리
가 줄기세포쪽이나 이학쪽, 의료쪽으로 많이 접촉을 할수 있게 되어서
그때 우리 역시 중국이 신세대 사람들의 건강이 너무 안좋고 앞으로도
폭발적 니즈가 있을 것이라고 수치적으로 알게 되었고 전문가들 통해
서 알게 되었죠. 해남도에서 모링가 생산하고 재배를 해요. 농민들이
많이 심었지만 어떻게 경제적으로 판매하고 창출은 하기에는.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a7).
1991년도에 대학을 졸업 후에 한국의 한 고추발효 회사에서 일을 했
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청도에 와서 회사를 차리고 고추가공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고추가루, 고추장을 만들기 위한 반제품
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반제품(다대기)을 CJ나 신송 등 한국회사에 납
품했죠. 한국에서 조금만 가공하면 고추장이 되는 정도로 만든거죠.
고추가공을 하다보니 이왕 고추를 하는김에 김치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a8).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물려받은 경우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지
속적으로 늘려나가거나 다른 특별한 경험이나 취업 경험없이도 시장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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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보고 창업한 경우도 있었다.

우리식당에 체구(식료품 구입 납품업자), 오래 체구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서 당장 할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
데 집에서 내가 놀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니 나라가! 해서 놀지 말
고.. 처음에는 생각없이 시작했습니다. 공상국(工商局)에서 **은 오래
됐고, 회사까지 됐으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신청해보라 먼저 연락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막 졸업하고 나
왔을 때 여기 문화를 보면 그 당시는 다방이었습니다. 말이 다방이지
커피는 맥심을 타주고 술집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 시점에 외국에
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너
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 커피숍만의 분위기에 매료되어 커피를
아이템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a2).
아이를 낳고난 후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야할까? 무슨일을 할까? 고민
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어린시절을 돌아보니 저처럼 80년대생은
아무래도 보고 들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
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
을 하게 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이 가장 쉽고 재밌게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죠. 당시 이러한 기관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내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죠(a9).
사실 창업자인 대표는 제 남편입니다. 당시 16년도에 회사를 설립했고
17년도에 1000만 달러의 A시리즈 투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일을 지지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하려는 일이 이전에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이어서 업무적으로 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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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남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
다. 남편은 2003년도 로봇대회 우승자입니다. AI 로봇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졌죠. 무엇보다 정부 역시 인공지능 로봇 산업 발전을 장려
하고 있고, 저 역시 앞으로 노령화로 인해 노동인력이 부족해질거라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점차 물건을 운반하는 등의 단순한 노
동인력을 대체할거라 여겼죠. 이러한 이유로 남편과 함께 회사를 운영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a10).

창업에 소요된 기간, 창업 후 손익분기점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일반
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경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기간(5년 미만) 안에 이익을 실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이 하고 직원이 5~6명 될 때까지는 적자가 없었으니까...회사를 확
장하면서 적자가 생겼다가 적자에서 수익을 내기까지는 1년 정도 걸
렸습니다(a1).
사업을 물려받아도 내 사업을 확장하는데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집은 어떤걸 더 해야한다 그런게 다 시간을 거쳐서 나온거란 말입니다
(a2).
초기에는 제가 받는 강사비를 창업자금에 보탰습니다. 창업초기 2~3년
간은 비서1명, 직원2명으로 회사를 꾸려 나갔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처음 2~3년 지나고는 이익을 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3).
많은 기업인들이 첫해는 적자만 안나면 성공한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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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저는 첫해에 적자는 없었습니다. 두번째 해부터는 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창업했지만 실패를 겪지 않아서 저는 다른 사람들
의 경험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면서 경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a4).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세우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업 후 1년동안 일이 없었습니다. 2~3년의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a5).
처음에는 자금난에 부딪혔고, 무역을 하는건 사고 팔고 하니까 자금을
많이 하는데 공장하고 이런 공장화를 하려면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처음에는 자금난으로 3년 동안 기반을 잡으면서 자금 때문에 힘들어
했어요(a6).
거의 3년 반이 걸리더라고요(a7).
이익나는 것은 첫 시작 공장이 규모가 작아서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a8).
손익분기점까지 3년 걸렸습니다. 창업 역시 3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a9).
5년째가 되던 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개발팀 중 70% 이상이
박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인재입니다. 각종 로봇관련 대회에서 우승한
인재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건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a10).

창업준비시 가장 어려웠던 점, 창업초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업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존에 유사 영역이 없었던 분야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쌓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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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안해주고, 이거 컴퓨터로 조작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때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들의 전후 대비를 사진을
찍거든요. 저희가 방향을 자꾸 바꿔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진을 찍
었는데 손님의 교정효과를 확인하는대로 그 사진을 올리게 되었어요
(a1).
시장 개척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절 교육의 중요
성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힘들었어요(a3).
여행, 교육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적었습니다. 자금은 운이 좋게도
융자를 통해서 해결했지만 자금 외에 다른 측면은 어려움을 겪었죠.
또한 인재를 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인재채용에도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a9).

고객 발굴과 같은 판로개척이나 인력관리 등도 어려움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고객사가 없었던 것이죠. 상대하는 기업
이 큰기업이 많다 보니 저희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힘이 들었죠. 현재는 특히 북경은 인재를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학졸업생의 경우 북경의 생활비가 비싸다 보니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a5).
인력관리가 잘 안되고, 중공업이다보니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요. 즉, 경험도 있어야 하고 체력이 요하는 직업이라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되고...인력관리와 인재선발이 힘들었어요. 가장
어려운건 무엇보다 자금이죠(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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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시 가장 어려웠던 점 중에도 기술 개발과 그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이 큰 경우도 있었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소요가 상대적
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역시 기술이 많이 어려웠죠. 원식물을 그냥 음식으로만 하는게 아니라
조금 더 몸에 건강하고 더 편하고 많이 흡수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기능성 제품을 만드는 자체의 과정이 더
힘들었죠. 그게 어려웠죠(a8).
로봇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투자가 상당합니다. 10명, 20명의 개발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로봇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또한 로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지 시스템, GPS, 컨트롤 시스템, 소프트웨
어, 하드웨어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두 투자에 해당하는
거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출시했을 당시 저희는 이미 3억 위안을
투자했었습니다.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은 연구개발에 투
자했죠(a10).

마. 정부지원 경험
여성 기업인으로서 받은 정책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가 단위인지
지역단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자금, 마케팅 등 판로, 기술개
발, 인력 등)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일반적으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을 받은 경험은 있지만 상당수의 여성 기업인들은 여성 기업인이라서 지
원받은 것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만 여성연합회(연변 등)에
서의 지원을 받은 경험 등을 응답하였다.
정부의 일반적 창업지원은 첨단기술을 보유한 경우 자금 대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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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며, 지역별로 고향에 돌아와 창업하는 경우 등에 주정부의 지원이
있다.

여성이라서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 창업하
는(返乡) 모범사례(标兵)이어서 연변정부에서 무이자대출(免息贷款)을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외지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저희가 30만 정도 받고 첫 2년은 이자 무료고 3년
부터 이자가 있긴 있었는데 정상적인 대출보다 2/3가 더 적은 대출이
자를 받았습니다. 창업기업(新兴企业), 첨단기술기업(高新技术企业)
방면에 더 쉽게 대출을 내주고, 그 다음에 기업 규모하고 기업의 상환
능력 이런 것을 다 보고(a1).
정부로부터 여성이라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연변 부녀연합회에서 3,
4월에 인사국(人社局)하고 같이 해서 사람을 공급해주는 것도 있고..
외지에서 경영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초청돼서 그거 들으려는 것도 있
고..(a2).
연변 주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쿠폰을 나눠주고 공회를
찾아가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20~50만 위안 그 사이를 대출을 해주는
데 이자가 없고 그렇게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인사국(人社局)에
서 하는 고향에 돌아와 창업(返乡创业)하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대출은
10만 위안까지 이자 없이 1년 쓸 수 있고, 소기업 대상 공회(노동조
합) 것은 20~50만 위안까지 가능합니다(a2).
여성 기업인에 대한 국가, 성 차원에서의 지원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
습니다. 북경의 경우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정책 혹은 인큐베이터가 있
긴 하지만,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a5).
중국에는 여성 기업인이어서 특혜를 준다, 정책이 있고 그런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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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중소기업 수출 신용담보입니다. 보증금(담보비)이 있으면
50%의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년에 보통 8,000만 위안~9,000
만 위안 정도 수출을 하잖아요. 매년 보증금의 경우 20만~30만 위안
정도 내면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기업이 영업을
멈췄잖아요. 직원들의 사회보험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를 연기해주거
나 그 비율을 감면해주는 등 지원도 해주었습니다(a6).
여성 기업인으로서 정책적으로나 자금쪽으로 구체적으로 받은 적은 없
는 것 같아요(a7).
여성기업이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기억이 없네요(a8).
여성 기업인으로서 받은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지원은 주로 첨
단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여성 기업인이라서 받는
지원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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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성장 비교 요약
2.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성장 비교 요약
가. 기업의 성장주기 및 시장의 여건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대표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와 각종 선행연
구, 정책 등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들의 성
장 주기 등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한국의 여성기업은 과거 도소매,
음식, 교육 등에서의 소상공인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최근의 창
업은 질적 측면에서 다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
기를 맞이하여 여성기업들이 IT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기업 경영에 도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여성이 적은 기계분야 등에서도 스마트팩토
리 운영이나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이 분포한
바이오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창업과 성공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이후
창업한 여성기업들은 기술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IT 기술을 활용
한 아이템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고, IT 기술과 바이오를 접목하는 헬스케
어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진단부터 식단관리까
지 이어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도 있었다.
한국의 시장 환경이 IT 기술에 적합할 뿐 아니라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마켓을 염두에 두고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이 전통적인 여성기업과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내수를 기반으
로 하는 전통적인 여성기업과 다소 유사한 교육서비스 관련 창업도 최근
에 있었지만 이들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아 사업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반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
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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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긴 업체들 중 전통적일 뿐 아니라 기술기반 사
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들은 기술의 수준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이면서, 사업의 목적에서 사회적 가
치 등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의 심층면접 결과는 한국의 실태조사 자료 등과 더불어 상황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중국의 심층면접 조사 결과는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들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여성기업 창업이 활발해진 시기는 2015년 전후로 볼 수 있
고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6개소가 해당 시기에 창업한 기업
들이다. 업력이 상대적으로 긴 업체는 비교적 전통적인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인데 음식, 교육, 기계 분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의 여성기업들은 한국과 비교할 때 기존 사업영역에 기술을 도입
하여 확장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AI나 인공지능 로봇을 주요 생산품으
로 하는 업체나 정보통신 업체 등 한국 여성기업과 유사하게 기술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 기존의 교육서비스나 여행업 등에 IT 기
술을 접목시키는 업체들도 있어 기술 활용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내수시장이 큰 중국의 여건상 전통적인 분야와 신기술 활용 분야 모두 사
업의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서비스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에서 대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고 확장하고 있다는 점
은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시장이 한국에 비하
여 크고 초기 단계라 경쟁의 정도가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국에
서의 유사한 서비스는 상당히 오래전에 성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전통적 서비스 부문의 사업이 현재 창업에
서 공존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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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출을 하더라도 특
정 국가에 의존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
은 중국에서의 인터뷰나 제한된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일반화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동시에 중국의 지리적 특성 등에 의하여 창업과 기업활동
역시 지역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한된 연구 결과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여성기업들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은 편이다. 1인 창업도 상대
적으로 많고 개발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력을 통하여 핵심적인 기술개
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연구소를 보유한 제조업체라
할지라도 15인 규모로 작은 편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여성기업들은 소규
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기업이니 만큼 인력활용에 있어
서도 여성인력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지만 개발자 등 기술인
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여성활용이 원활한 편은 아니었다. 여전히 성별
직무 분리 등이 있는 편이다.
중국의 여성기업 규모는 한국 여성기업 보다 일반적으로 큰 것이 특징
이다.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데 첨단 기술기
업 중 업력이 5~6년에 불과한 기업에서도 개발자를 100명이상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인력
의 직무 분리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고 업종의 특성에 따
른 차이들이 있다.
인적규모의 차이 뿐 아니라 매출액 등에서의 차이도 큰 편이다. 매출
액을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여성기업들이 매출액 3억
미만이 절대 다수인데 반하여 중국 여성기업들의 매출액은 가장 작은 기
업이 200만 위안(약 3억 5천만원)이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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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매출액 규모를 보여 기업의 경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 이런
매출액의 규모 등은 창업 이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매우 용이한 조건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인터뷰 결과에서도 확
인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여성기업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기술개발 중
에서도 응용에 시간이 걸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출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손익분기점 달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
다. 매출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과 기술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
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체 등(바이오, 게임 등)이 자금의 어
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2015년 이후 유니콘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
을 고려하면(곽혜진·이무원, 2018), 한국의 여성기업은 기술 기반기업이
라 할지라도 규모와 매출액 면에서 영세한 것은 중국과 한국의 창업과 기
업 성공 간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여성 기업인의 특성
한국의 여성 기업인은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다. 한국의 학력수준
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현재
운영하는 기업의 분야가 같은 여성 기업인과 그렇지 않은 여성 기업인은
각 반수 정도이지만, 학교 졸업 후 경험한 일과 현재 기업 경영과의 관련
성은 매우 밀접하였다. 한국의 여성 기업인은 창업시 본인의 전공과 일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터뷰 대상 기업 중 바이오 분야에
서는 여성 기업인들이 기술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
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고, IT 기업은 본인이 CTO가 아니었지만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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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개발자를 영입하여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었다. 어느 경
우이건 기술과 경영이라는 두 가지 분야 중 하나 이상에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경우였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 경영하는 여성기
업은 인터뷰한 한국 여성 기업인 중에는 거의 없었다.
중국 역시 여성 기업인들이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창업 및 경영 분
야가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 상대적으로 창업 전에 취업경험이 한국에 비
하여 적은 편이고 창업 아이템 발굴 등에 소요된 기간도 짧은 편으로 한
국에 비하여 창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
보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중국기업들이 많았다. 대표자가 여성
이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기술을 담당하고 여성 기업인이 경영을 담당한
다거나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과거 우리나라 여성기업에서
도 상당수 있던 형태이다.
반면 학교 재학시절 창업하거나 학교 졸업 후 관련 경험이 없는 상태
에서 창업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 기업인들도 양국에 모두 있다. 이들
은 다른 여성 기업인들과 다른 경험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는 3번의 창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 기업인도 있다. 본인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창업자가 기술인력을 충원하면서 기술기업으로 성공시킨 사례도 있
다. 이들은 창업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창업과 기업 경영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마켓을 겨냥하
거나 시기적절한 매각 등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원 재택
근무를 시행하거나 고용계약을 유연하게 하고 남다른 보상체계를 설계하
는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중국에는 이와 동일한
유형의 창업자는 없지만 기존의 경험이 없어도 전통적인 음식업을 새로
운 감각과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여성 기업인이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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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의 성공은 과거의 경험에 달린 것은 아니며 최근으로 올수록 상
대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창업하고 경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성 기업인들의 연령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중국이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국의 여성 기업인들이 과거의 경험 등을 축적한
후 창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국의 여성 기업인 중에는 경력단절, 즉 출산 육아기에 노동시장을 떠나
있다가 복귀후 창업한 여성들이 인터뷰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경력단절 후 복귀하여 창업한 대상자는 매우 소수였다. 여성 기
업인의 연령 차이는 이런 경향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창업 경향에서 나타나는 젊은 층의 창업경향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이무원(2018)은 한국에 비하여 실업계 고교를 졸
업하고 창업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일자리 기회가 많아 창
업 실패시 대안이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다고 보았다.

다. 제도적 환경
한국의 여성기업 지원제도는 관련 법을 1999년에 제정할 정도로 비교
적 오랜 기간 추진되어 오고 있다. 법과 제도를 갖추어나가기 위한 연구
및 제반 인프라의 구축 등도 이루어졌다. 한국의 법과 제도들은 지속적
으로 보완되어 영역별로 창업벤처지원, 기술개발, 판로, 인력,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정책과 함께 조사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기 뿐 아니라 성장기와 성숙기
지원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어 기술개발 등에서 단계별로 지원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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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시에 여성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더라도 전체 기업 지원
정책에서의 성주류화 조치들, 예를 들어 정부지원 사업에서 심사위원 중
여성비율을 제고한다거나 공공조달에서 여성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 등이 있다. 동시에 여성친화기업, 일·가정양립 제도 지원 등을 통하
여 여성기업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근로자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들도 많
이 갖추어져 있다. 한국의 인터뷰 기업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여
성기업들이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아왔음을 알 수 있는데 크게 기업 지원
정책과 여성기업 지원정책으로 나뉜다.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정책은 창업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
근 창업자에게서 그 사례가 많다. 창업을 위한 제반의 준비를 지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다. R&D 사업화
자금을 비롯하여 공간지원 등이 일반적이고, 창업한 후에는 정책자금 지
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최근
으로 올수록 단계별 지원이 늘어나 기업의 성장과정마다 필요한 지원들
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긴 업체들은 창업단계에서 지
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심사비를 지원받거나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지원, 인력지원
정책 등이 유용한 정책지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셜벤처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진출하는 경향도 한국에
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인터뷰 대상 기업 중 핀테크 기업이나 기능성 게
임 등과 같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학습 및 일상지원을 위한 게임 등에
도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
나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74 ❙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중국의 여성기업 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발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대중창업혁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 지원정책과 여성기업 지원정책으로 나
누어볼 수 있는데 여성대상 정책은 솽창 이후 전국 부녀연합회를 중심으
로 본격화되었지만 이전에도 일부 여성정책에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
라와 유사하게 여성기업인협회가 있고, 여성기업인상회가 존재하여 각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성기업 대상으로 창업
자금이나 마이크로크레딧 등을 대출해주고 있다.
인터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별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있는데
텐진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은 한국의 여성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내
용들과 상당히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저장성이나 저장성 내 원저우
등에서는 이와 달리 비교적 농촌여성 지원 정책의 성격을 띈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전체적으로 여성기업이라 받은 지원은 없었던 것은 이와 같
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모든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기업 지원정책은 솽창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히 집중적으
로 수행되었고, 상하이나 광저우 등과 같은 지역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
는 기업 지원정책이 특징적이었다. 인터뷰 대상 여성기업 중 기술기반 경
향이 강한 기업들은 북경에 소재지가 있는데 북경에서도 상당히 기술창
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지원도 우
리나라와 유사하게 창업자금지원, 주거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스타트업
대상의 보조금, 훈련수당 등이 있다.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대출이나
신용담보 지원, 첨단 기술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등 정책을 받거나 경험한
기업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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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것은 한국의 창업지원에 비하여 주거지원을 비롯한 정주여
건 지원 등이 있어 행정, 기술, 주거, 문화가 결합된 형태의 지원들이 있
다는 점인데 한국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정책지원이 집중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직접적 국가개입이기 때문에 기업이 정부의 도움없이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된 문제점이기도 하다(곽혜
진·이무원, 2018).
전반적으로 한국이 여성기업 지원의 역사가 긴 만큼 정책들이 보다 세
밀하게 마련되어 있고, 업력이 긴 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단계별
지원제도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비교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들이 마련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은 여성기
업 대상의 정책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기업 대상
정책이 없어도 국가 주도의 창업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만큼 성별과
무관하게 창업하고 기업을 경영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업과 기업발전의 역사가 길고, 사회적으로 취
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국에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여
성기업들이 증가하는 것은 특징적이다.
창업과 기업의 성장이 기업 지원정책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
적으로 기업활동에 좋은 환경은 규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든 규
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양국의 노동규제가 상이한 것도 주목할 만
한 요인이다. 한국의 노동관련법은 중국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한 수준으
로 인터뷰 대상 대다수의 한국 여성기업들이 인사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사업 초기 인력이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
운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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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근로조건의 문제를 비롯하여 주52시간제도나 어려운 해고 등 노
동관련 규제 문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지속적인 어려움 중 하나이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아직까지 법적 규제를 초과하는 근로가 매우 일반
적이고, 노동규제도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채용에 대한 관
행도 상이하다. 노동계약과 노무계약으로 구분되어 있어 정규직 성격을
가진 노동계약도 몇 년간의 근로를 기반으로 하고, 무경력 입사자의 노무
계약은 경우 1년, 2년, 3년 등의 계약을 기반으로 연장해나가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황경진(2015: 455)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영상 요인에
의한 해고시 경영상 원인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규모, 대상의 기준
등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해고가 자의적으로 시행되고 기업이 남용하는
결과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활
용에 따른 규제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
규제가 중국에 비하여 한국에서 더 기업 성장에 한계라는 의견들이 존재
한다(곽혜진·이무원, 2018).

라. 일·가정양립과 성차별적 사회문화
여성 기업인들이 창업 및 기업경영과정에서 여성이라서 경험하는 문
제들이 있다. 해당 문제는 개인과 가족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기업 경
영과 직결된 문제들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선행연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문제는 일·가정양립 문제와 여성차별 문제이다. 일·가정양립 문제는 창
업시기가 이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
이었다. 한국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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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2000년대 중반에 시작하였고 2012년
에는 무상보육, 이후 성 평등한 육아를 위한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 유연
근무제도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심층면접조사 등에서 나타나
듯이 최근 창업한 여성들에게서는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적게 호소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은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일·가
정양립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인터뷰 응답자는 일부였지만 실제 제도
면에서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구
분되지 않고 출산후 약 98일의 휴가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윤진·백미화, 2017: 4). 영아기는 주로 가정양육이 일반적이고 유치원의
사립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학전 취원율은
2016년 77%를 상회하고 있으나 유아교육은 중국의 다른 교육단계에 비
하여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윤진·백미화, 2017: 58). 이에 비추
어 볼때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프라 역시 한국에 비하여 다소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대상 차별은 최근 완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과거에 대출과 자금조달, 영업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에
서 여성이라 어려움을 경험했다. 동시에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근로자
들이 여성 대표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사관리에 있
어서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과거 여성 기업인에게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
는 것이 아니라는 편견, 기술 기업을 경영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리더십이
없다는 등의 편견을 경험한 일이 흔했다. 영업 시 음주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나 사회문화적인 문제점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위와 같은 사회적 편견 외에도 기술분야에 여성이 적어서 나타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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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의 문제나 남성 기업인들과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은 상당히
공통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 자금조달을 위한 심
사과정에 과거의 실적이 없거나 기존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 등은 의
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이러한 문제
점은 점차 개선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업력이 긴 업체의 여성 기업인들은 과거 유
사한 경험을 하고 있고 업종 자체가 남성중심인 업종에서는 아직도 유사
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술 문화나 대출, 공공 업무 등 남성과 함께
하는 업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러나 최근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
은 이전의 일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국과 유사하게 최근 여성 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들
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한·중 여성기업 심층면접조사 주요결과 요약

구분

한국

중국

◦ 전통 산업 영역과 기술(AI, 인공지능 등) 활용 창업
◦ IT기술을 주력으로 한 창업(기계 제조업+스마트
공존. 주로 기존 전통 사업영역에 기술을 도입하여
팩토리, IT+바이오 등)
확장하는 단계임.
경제 및
◦ 글로벌시장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
◦ 내수시장 중심
시장환경적
◦ 창업기 ↔ 성장기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 ◦ 주로 창업기에 해당.
요인
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성숙된 시장과 여건을 가지 ◦ 한국에 비해 규모가 크고 기술창업의 초기 단계로
나 매출액 등 경영규모에서 영세함.
경쟁의 정도가 덜함.
성별 직무분리 존재
◦ 주로 40~50대

◦ 주로 30~40대

◦ 학력수준이 높고, 전공 및 졸업 후 경험한 일- 기업 ◦ 전공과 창업분야가 유사한 경우가 많음. 한국에 비
경영간 관련성이 큼.
해 취업경험이 적음.

개인 및
가족적 요인 ◦ 배우자와 공동경영 경향은 거의 없음.

◦ 배우자와 공동경영 경향이 많음.

◦ 창업자로서의 정체성 및 적극성을 띔. 유연한 조직
◦ 적극적이며 개방적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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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구분

계속
한국

중국

◦ 지역별 기업 지원정책이 특징적이며, 최근에 들어
◦ 여성기업 관련 법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
여성기업 지원제도가 발전됨.
- 영역별, 기업의 성장단계별, 영역별 지원 세분화
- 한국과 비교해 정주여건 지원(행정, 기술, 주거, 문
(주로 사업자금, 공간지원, 기술개발, 인력지원 정책)
화 결합)이 특징적임.
제도적 요인 - 전체 기업 대상의 성주류화 조치(여성기업 가산 - 지역별 기술기반 창업자금, 주거지원, 세제혜택 등
점, 근로자지원 제공 제도 등)
- 여성창업 자금 및 공간지원, 세제혜택 등
◦ 노동관련법이 엄격하여 인사노무관리 어려움이
◦ 한국에 비해 인사노무관리 어려움이 적음.
존재
◦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 ◦ 한국에 비해 내수시장이 크고 창업 실패시 대안이
는 경향이 나타남.
많아 창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사회 문화적
◦ 최근 창업으로 올수록 성차별이나 일·가정 양립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창업 또는
요인
에 대한 어려움은 적게 호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
분야에 따라 성차별이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
국에 비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려움은 적게 호소하는 경향이 있음.
다소 취약함.
주. 중국의 심층면접조사 대상기업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며,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힘.

2. 시사점과 향후 과제
선행연구, 여성기업 실태, 심층면접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경영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중국의 여성창업
역사가 다소 짧아 나타나는 사업 영역의 차이, 배우자와의 공동경영 경
향, 사업의 규모 등은 한국의 기업과 다른 점이다. 경영 환경 중 하나인
제도의 차이는 국가 주도 경향이 강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덜 진전된 중
국에서 더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제도의 차이
는 경제여건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서로 다른 경제 체제와 발전
단계 등으로 인하여 산술적인 비교 자체의 의미는 약하지만 연구 결과 몇
가지 시사점과 향후 과제들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이 향후 여성기업의 성장과 관련 생태계 변
화에 동력이 될 수 있다. 여성기업 심층면접조사에는 학생시절 창업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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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학교 졸업 후 다른 경험이 없이 창업에 뛰어든 여성 기업인이 포
함되어 있다. 이들의 경험은 이미 유사 혹은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
을 쌓은 후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의 경험과 다르다. 이들의 창업과 성공
경험은 조기 창업을 통한 기업 경영의 경험이 이후 성공적인 기회를 만들
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혁신과 도전 방식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인터뷰 대상 기업인
중 하나는 여러 번의 창업 경험을 거쳐 새로운 경영방식을 실험하고 있는
데 가볍고 느슨한 조직, 아웃소싱 등을 통하여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영을 해나가고 있다. 가장 주된 원인은 향후 변화할 사회에
먼저 대비하는 것인데 직원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지 않고, 정직원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은 조건으로 4대보험은 가입하지만 예를 들어 만화를 그린다
던가 프리랜서로 앱을 만들다거나 등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을 다시 회사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 수익배분을 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조직스타일을 추
구하며 대표가 직원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줄이면서 구성원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창업의 성공과
새로운 방식의 시도는 청년 창업자들의 경험을 통해 확산되는 만큼 조기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에서도 청년기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 비하여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물론
청년기 창업은 기술수준의 한계, 경영능력 등에서 성숙도가 높지 않아 성
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창업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가
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
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학생 대상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여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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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기업 성장주기와 달리 최근 여성기업도 탈출 전략을 염
두에 두는 경향이 있어, 성숙기나 쇠퇴기 보다는 창업기와 성장기를 반복
하는 기업이 많다. IT업종은 기술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거의 3년
마다 새로 빌드업을 해야 하는 요구들이 있어 브랜드파워를 쌓아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 달리 창업경험을 반복해나가는 경향이 있다. 창업
후 성장하고 다시 창업하기 때문에 업력은 낮지만 실제로 기업경영 측면
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창업 환경이 개선된
것도 여성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보다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글
로벌 진출 경험도 있는 기업들이 많아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여 여성기업
네크워크나 멘토링 등에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전통적인 여성기
업 네트워크 외에 필요하다.
셋째, 여성기업의 리더십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표가 아이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이 아닌 사업아이템만 보유한 경우, 둘다 보유한 경우 등으로
나뉘고 있다. 심층면접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대표의 역할 중 자금을 조
달하거나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역량, 마케팅 역량 등 경영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역
량의 필요성이 각 업체마다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방식 등은 중국에서 상당히 적극
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여성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영상 안정지향적 성향과 이로 인한 영세성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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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여성기업이 가지는 수평적 소통과 조직구조 등은
소규모 기업에서의 빠른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등을 가능하
게 하는 바람직한 특성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에서 장점이 될 수 있
다. 여성기업의 기업가정신 지수나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
이 있으므로 각 기업의 성공 사례를 리더십 및 업종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화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기업들은 남성기업들과 다소 다른 경영환경을 경험하는 경
향이 있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성별에 따른 기존의 애로사
항이나 차이들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애로요인은 여성
기업인 본인이 임신이나 출산기에 모성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여성기업 대
표들은 모성보호와 양육의 어려움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
고, 창업자의 연령이 다양해지는 만큼 여성 기업인의 모성보호 등에도 정
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 대표가 출산시 출산휴가 급여
를 근로자와 유사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정책자금 배분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지원 확대, 여성 창업기획자 확대 등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과제이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매출 규모 등 기존의
영역에서 경쟁하기에 여성기업들이 여전히 영세하므로 여성이 적은 분야
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벤처캐피탈
등에서 심사역 중 여성 비중이 확대되어 기존의 네크워크에서 소외된 여
성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속적으로 이 추
세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진출을 위한 규격인증 획득 지원
에서의 여성기업 참여도 약 12%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어서 글로벌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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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에서도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여성기업단체(중국여성기
업가협회)가 있다. 이 단체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자문지위를 획득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넓은 편이다. 한국에도 유사하게 여성기업을 지원하
는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경제인협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들 국가단위 여
성기업 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여성기업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유용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여성기업의 역할
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단위에서는 부녀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단체 등이
있다. 지자체의 단체들이 상당수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역할
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소 빈약해 보인다. 한국에도 여성기업종합지
원센터가 지역별로 약 17개소가 있는데 이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
나지 않는 편이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여성기업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모두 이들 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유사한 기능
을 담당하는 지역별 단체간 역량강화를 위한 한·중 공동프로그램 등도
향후 추진해 볼 수 있는 과제이다. 동시에 한국의 여성기업과 중국의 여
성기업들이 공통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업경영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는 여성기업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상 협력관계를 구
축할 수 있는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지원 정책을 보면 주거지원과 같은 정주여건 지원
등이 특징적이다. 행정, 기술 지원 등과 더불어 주거와 문화지원 등을 결합
한 중국의 정책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의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다소 미흡하고 정책 내용 자체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 차원의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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