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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창업기업의 창업 전 창업준비,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액셀러레

이터 지원활동이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자 308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주요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준비, 창업지원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은 모두 창업기업의 창업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창업준비의 하위요소 중 창업팀준비가 창업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점차 창업생태계에서 민간 창업지원체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창업에 있어서 창업팀의 구성을 창업

만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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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tart-up preparations for start-ups, start-up support for 

start-ups, and accelerator support on business satisfaction for start-ups. For this purpose,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308 founders. The main empirical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Start-up 

preparation, start-up support, and accelerator support have positive(+) significance in the start-up 

satisfaction of start-up companies. Among the variables that had a significant effect, the preparation 

of the start-up team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These results are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view that the importance of the private start-up support system is gradually 

increasing in the start-up ecosystem, and that the composition of the start-up team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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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창업생태계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창업

과 창업지원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제2 벤처붐을 이

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

에 따르면 ‘21년 전체창업은 142만 여개로 나타나 ’20년 

대비 4.5%가 감소했으나, 기술창업은 역대 최초로 23만

개를 넘어섰다.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의 총 규모

(3조 6,668억원), 지원기관(94개)과 대상사업 (378개 사

업)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창업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위한 대규모 창업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

성 있는 창업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1]. '20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 1년차 생존율은 

65.8%, 5년차 생존율은 32.1%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중심의 OECD 5년차 생존율(41.7%)에 한참 못 미친다.

창업자는 창업초기 생존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창업아

이템, 창업팀, 창업자금 등을 준비하는 창업준비 과정을 

거친다[2]. 철저한 창업아이템 준비는 시장성 있는 제품

을 시장에 출시하여 성공으로 이어지며, 창업팀을 적절하

게 구성하여 준비하여 시작하는 창업은 더 높은 생존을 

보여주므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3-4]. 따

라서 창업아이템 준비와 창업팀 준비에 대해 연구할 필

요가 있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성과 

향상을 위해 창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자금조달환경을 

조성하여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5-6]. 창

업지원제도가 창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7-8, 

자금조달환경을 활용한 자금지원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창업지원제도

와 자금조달환경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민간부분에서 창업 지원활동을 하며 

창업기업에게 보육 및 투자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지원은 

’새로운 기업의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창출‘로

의 확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자금

과 공간 이상의 지원과 민간 창업플레이어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창업지원 역량강화가 필요하다[9].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액셀러레이터가 민간 창업플레어이로서 

인정받는 창업생태계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10]. 한국

에서도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주목하고 2016년 액셀러

레이터 등록제를 실시하여, 더욱 활발하게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11-12].

현재까지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의 기능과 역할 및 자체 성과 연구이거나, 투자결정요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창업성과에 대한 연구들

이 진행되어 왔지만[1, 13-15], 창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여 창업 지원활동을 한다. 액셀

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인큐베이터, 벤처캐피탈과 구별되

는 차별적 요소이므로 연구 변수에 포함하여 창업성과와 

영향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 지원은 

기업별로 전문적인 보육지원과 자금지원을 포함한다

[16]. 기존의 창업보육과 차별성 있는 창업지원활동이므

로 연구 변수에 포함하여 창업성과와 영향관계를 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의 하위 

요소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액셀러레이터 지원을 

연구 변수로 설정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창업

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성과가 좋아야 한다. 그

러나 창업기업은 재무적 성과가 발생하는 시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재무적인 성과지표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비재무적 성과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거친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이 창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고찰하고 학문적, 실무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준비와 창업만족

창업자는 창업하기에 앞서 창업준비 과정을 거친다

[2]. 창업준비는 아이템 구상부터 사업체를 설립하기까지

의 기간을 의미하며, 사업에 필요한 자원인 아이템, 팀, 

자금 등을 준비한다[17]. 창업준비 부족은 창업실패에 영

향을 미치게 되어 창업성과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된다

[18]. 따라서 창업자는 창업 전에 철두철미하게 창업준비

를 하고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준비 요인 중의 하나인 창업아이템 준비는 창업 

전 아이템에 대해 사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4]. 창업

자는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하여 준비한 창업아이템으로 

실질적인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19]. 창업아이템 준비는 

장기적으로 창업기업의 생존과 안정된 경영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20]. 한향원(2020)의 연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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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창업아이템준비는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또 다른 창업준비의 요인인 창업팀 준비는 새롭게 기

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2인 이상 구성원으로 조직된 창업

팀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21]. 창업팀은 창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창업팀 구성은 창업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3]

2.2 창업지원과 창업만족

정부는 창업기업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창업생태계 활

성화의 필요성과 창업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으로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를 제시하고 있다[22-23]. 창

업지원은 창업자에게 창업자의 아이템도출, 창업공간, 네

트워크 구축 및 창업자금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5]. 창업자는 창

업 전부터 창업지원을 통해 유익한 도움을 받았을 때, 창

업만족이 높아진다[24].

창업자는 창업지원제도의 유익성을 인지하고 창업준

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업만족도와 창업성과

를 높일 수 있다[4, 22]. 서울시도 창업지원시설을 성장

선진형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클러스터와 창업지원

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여, 업종별 맞춤 창업지원을 한다

[9]. 한향원(2020)의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자

의 창업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금조달환경은 자금지원을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

고 있는 창업기업의 자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25]. 정부는 창업환경에 맞는 지원금, 보증 및 민간자

금을 도입해 자금조달환경을 조성하여 자금조달의 다양

화를 꾀하며 창업기업 자금상황을 개선시킨다[26]. 한향

원(2020)의 연구에서 자금조달환경에서 자금지원 수혜

를 받은 경험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3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과 창업만족

액셀러레이터는 민간 창업지원의 새로운 모델로서 주

목을 받으며, 창업기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27].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2017년 액셀러레이터 등록제가 실시된 이래 매년 80여

개사가 등록하여 현재는 360개에 이르는 액셀러레이터

가 민간 창업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벤

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을 변경되면서 주

요 투자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액셀러레이터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투자까지 진행하는 전문적인 창업지원 기관으로 기존의 

창업보육 및 투자기관과 차별성 있는 액셀러레이터 지원

활동을 한다[28].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은 액셀러레이

터별로 차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

업별 맞춤화된 보육과 투자 등 액셀러레이터 지원을 제

공한다[29].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기

업을 선발하여 통상 3~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집

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문보육 프로그램이다[27]. 창업기

업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받을 만한 기업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0].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액셀러레이터별 자체 

선발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경쟁을 통한 공개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선발된 창업기업은 교육, 컨설팅, 네트워

크 연결 및 투자유치를 위한 공개 데모데이 등이 포함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며, 세부과정은 액

셀레러이터별로 상이하다[27, 29].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을 보육 지원한다

는 점에서 창업보육센터(인큐베이터)와 비슷하지만, 경쟁

적 공개 선발, 단기간 집중 보육 및 시드투자 등에서 확

연한 차이가 있다[28].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창

업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신뢰성을 증대시켜서 이들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3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는 창업만족 및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더 높이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29, 32].

액셀러레이터 지원은 제품·서비스 아이템의 시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 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 개발, 시설 및 장소 등의 전문적인 보육지원과 

자금지원을 포함한다[16]. 액셀러레이터 보육지원은 경

영, 법률, 마케팅,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여 밀착 지원한다

[33, 34]. 성공창업가들을 활용한 밀착 보육지원은 기업

별로 기술 및 경영애로 등을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

별 기업에 맞게 해결책을 제시한다[35]. 액셀러레이터 자

금지원은 액셀러레이터가 지분의 일부를 인수하고 그 대

가로 투자금을 제공하는 초기투자와 타 투자자를 연계하

는 후속투자[36]를 포함한다. 액셀러레이터가 초기투자

를 통해 자금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벤처캐피탈과 개인투

자자와 비슷하지만 투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보육지원

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8]. 초기투자는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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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창업기업의 초기자금 문제를 해결하여 제품·서

비스 개발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12], 15], 김영범(2021)의 연구에 의하면 액셀러레이

터 지원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4 창업만족과 창업성과

창업만족은 창업 이후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라는 기대에 대한 창업자의 주관적인 흡족한 정도를 의

미하며, 성공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37]. 창업만

족은 창업자의 창업활동 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창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38].

창업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 측정

하여 분석할 수 있다[39]. 창업기업은 재무적 성과가 발

생하는 시간 차이가 있어,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비

재무적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40].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앞에서의 이론적 고찰에서 창업준비, 창업지원, 액셀

러레이터 지원활동을 주된 변수로 정의하여 이론적인 연

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지원체계를 일반적인 창업지원제

도, 자금조달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액셀러레이

터 지원으로 세분화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창업준비, 

창업지원과 액셀러레이터 지원활동이 창업만족을 매개하

여 검증하고자 Fig.1과 같이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 설정

창업준비(창업아이템 준비, 창업팀 준비), 창업지원, 

창업만족, 창업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창업준비의 요인중 창업아이템 준비는 창업만족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4], 창업팀 준비는 창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정경희(2020)는 창업지원제

도는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금

조달환경은 창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4].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액셀러레이터 지원은 창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32, 34].

가설1. 창업아이템 준비는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창업팀 준비는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3. 창업지원제도는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4. 자금조달환경은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5.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액셀러레이터 지원은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한편, 황균정(2021)은 창업만족도가 창업성과에 통계

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7. 창업만족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설문 설계 및 조사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각 항목에 대해 Likert 방식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를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고, 그 중 유효한 308부를 활용하였다. 가설검

정은 SPSS 24를 활용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활용

된 연구 변인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수이다.

4. 연구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20대∼60대의 창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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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5일부터 30일간 조사를 실시하여 유효한 

설문 308개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성 78.0%, 여성 

22.0%으로 남성이 많았다. 연령은 20대 10.0%, 30대 

26.0%, 40대 40.0%, 50대 18.0%, 60대 6%로 40대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69%로 가장 많았다.

4.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정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크론바하 알파 값을 측정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준값은 고유값 1.0, 요인 적재치 .6이상으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은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KMO는 

Factors Variables
Factor 
Loading

Total Variance 
%

(Cumulative)

Cronbach’s 
α

Factors Variables
Factor 
Loading

Total Variance 
%

(Cumulative)

Cronbach’s 
α

Item Preparation

IP1 .817

10.570 .769

UAS4 .861

IP2 .849 UAS5 .829

IP3 .724

Accelerator Support

AS1 .892

57.141 .899

IP4 .640 AS2 .906

Team Preparation

TP1 .830

20.762 .857

AS3 .856

TP2 .877 AS4 .842

TP3 .824 AS5 .809

TP4 .792

Accelerating 
Program

SS1 .795

64.620 .856
Use of Startup 
Support System

USSS1 .858

30.777 .892

SS2 .677

USSS2 .902 SS3 .711

USSS3 .896 SS4 .788

USSS4 .788 SS5 .845

Financing

F1 .858

40.737 .825

SS6 .833

F2 .842

Start-up 

Performance

SP1 .864

71.219 .900

F3 .802 SP2 .816

F4 .744 SP3 .868

Use of Accelerator 
Support

UAS1 .768
49.254 .870

SP4 .837

UAS2 .810 SP5 .803

Kaiser-Meyer-Olkin : .828  Bartlett Test : χ²  10204.041(P=.000)

Table 2.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Measurement 

Items

Independe
nt Variables

Item Preparation Preparing for items before starting a business 4

Team Preparation Prepare a startup team composed of two or more members 4

Use of Startup 
Support System

To provide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to startups 4

Financing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to start-ups 4

Accelerating 

Program

Accelerator Support Program for corporate growth from accelerators to incubation and 

investment.
5

Accelerator 
Support

Supporting start-ups growth through incubation and investment from accelerators 5

Dependent 
Variable

Start-up 
Satisfaction

Individual's subjective feelings about the expectations that founders will achieve after 
starting a business

6

Start-up 
Performance

Financial and non financial results generated through corporate activities 6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and Measure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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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로 나타났다. Bartlett값은 10204.041(p=.000)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명된 총분산은 71.219%였다. 이

상의 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형은 적합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과 동일하게 요

인들이 잘 묶였다. 다만, 창업성과 6개 문항 중 잘 묶이지 

않은 1개 변수는 제거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변수를 가지

고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신뢰도의 유의성 판단은 Cronbach’s α 계수값으로 

한다. 신뢰도의 판단은 크론바하 알파값 .6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아이템 준비 .769, 

창업성과 .900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769부터 

.900 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변수의 집중 타당도와 신

뢰도가 있다.

4.3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액셀러레이터 지원간 상관관계

가 .343으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

머지 변인 간 상관관계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4.4 인과관계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회귀모형의 R값은 .501, 설명력은 25.1%로 나타났다. 

F값이 17.562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VIF값이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과관

계 가설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창업아이템 준비는 β= .016, p >.05로 창업만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가설1 창업

아이템 준비는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 되었다.

창업팀 준비는 β= .209, p < .001로 창업만족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2 창업팀 준비는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창업지원제도는 β= .179, p < .01로 창업만족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3 창업지원제도는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자금조달은 β= .153, p < .01로 창업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4 자금조달은 준비는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1 2 3 4 5 6 7 8

Item Preparation(1) 1

Team Preparation(2) .284** 1

Use of Startup Support System(3) .160** .171** 1

Financing(4) .115* .204** .205** 1

Use of Accelerator Support(5) .128* .199** .209** .206** 1

Accelerator Support(6) .006 .090 .241** .217** .343** 1

Start-up Satisfaction(7) .108 .307** .310** .293** .297** .301** 1

Start-up Performance(8) .069 .178** .302** .167** .248** .179** .273** 1

**. significant at the .01 level(two-sided), *. significant at the .05 level(two-sided)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VIF Results

B S. E ẞ

constant 1.474 .270 5.456 .000

Item Preparation .016 .053 .016 .313 .754 1.114 not supported

Team Preparation .177 .044 .209 3.989 .000 1.155 supported

Use of Startup Support System .140 .041 .179 3.449 .001 1.133 supported

Financing .114 .039 .153 2.956 .003 1.122 supported

Accelerating Program .096 .039 .134 2.500 .013 1.205 supported

Accelerator Support .129 .043 .160 2.995 .003 1.201 supported

Statistics R : .501,   R² : .251,  Adjusted R² : .236,  F : 17.562(P = .000)

Table 4.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Start-up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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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β= .134, p < .05로 창업만

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5 액셀

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액셀러레이터 지원은 β= .160, p < .01로 창업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6 액셀러레이

터 지원은 창업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

택되었다.

영향관계의 크기는 창업팀 준비(β= .408), 창업지원제

도(β= .179), 액셀러레이터 지원(β= .160), 자금조달(β= 

.153),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β= .134) 순이었다.

한편,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창업만족도가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창업만족은 β= .127, p < .05로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7 창업만족은 창업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창업만족 및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

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위해 예비창

업자와 기존창업자를 포함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SPSS 24 통계 패

키지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다. 창

업팀 준비, 창업지원제도, 자금조달, 액셀러레이팅 프로

그램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 모두 창업만족에 정(+)의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아이템 

준비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분석되지 않았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는 창업팀 준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창업에 있어서 창업팀의 구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새롭게 도입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이 유의하게 나타난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이나 이러한 지원을 활용하는 것 모

두 창업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점차 창업의 

생태계에 있어서 민간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창업

지원제도가 영향력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강하게 나타난 

것과 연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

에서 창업아이템 준비는 창업만족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연

구를 통해 검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1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는 첫째, 창업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지원체계의 영향력을 세분화해서 검정한 

것이다. 지원체계을 일반적인 창업지원제도, 자금조달지

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액셀러레이터 지원으로 세

분화해서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영향 관

계를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 동안 연구 변

인에서 등한시되었던 지원체계를 주요 변인으로 자리매

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사료된다. 둘째, 실무적

으로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지만 학술적인 차원에서 

많이 검정되지 않았던 창업팀 준비의 중요성을 이번 연

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정한 점이다. 셋째, 민간 창업지

원의 주체로써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액셀러레이터 지

원에 대해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 VIF Results

B S. E ẞ

constant 1.380 .368 3.748 .000

Item Preparation .026 .069 .021 .377 .706 1.115

Team Preparation .074 .059 .071 1.242 .215 1.213

Use of Startup Support System .201 .054 .210 3.734 .000 1.176

Financing .037 .051 .040 .716 .474 1.153

Use of Accelerator Support .121 .051 .137 2.385 .018 1.229

Accelerator Support .028 .057 .028 .486 .627 1.235

Start-up Satisfaction .156 .073 .127 2.122 .035 1.335 supported

Statistics R : .394,   R² : .155,  Adjusted R² : .136,  F : 8.225(P = .000)

Table 5.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Start-up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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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인 시사점은 첫째, 다양하고 세분화 된 창업지

원은 창업만족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창업자들은 창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업

지원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창업준비 요인 중에서 

팀준비가 가장 강한 창업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

났고, 창업만족은 창업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창업팀 구성과 

창업팀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셋째, 액셀러레

이터는 보육기관이자 투자자이므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기업과 액셀러레이터는 상호 신뢰관계를 쌓

는 전략이 필요하다.

5.2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가장 큰 외부환경요인은 코로나19라 할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

서 이러한 환경 요인이 제거된다면 다른 연구 결과가 나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액세러레이터마다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셋째, 향후 연구는 창업관련 정책수립과 정부의 지원

활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보다 공헌할 수 있도록 분석수

준을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창업준비에 영향을 주는 결정

적인 변수를 도출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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