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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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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팁스 창업기업은 팁스(TIPS)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하였고, 민간투자 유치까지 받은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팁스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약 8주간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팁스(TIPS)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 총 4가지로 분류하

였으며, 기업가정신 요인은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팁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가

정신 요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전정신, 혁신성, 위험감수, 리더십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화자금은 혁신성과 위험감수, 

보육시설은 도전정신과 위험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도전정신과 리더십, 민간투자 유치는 혁신성과 도전정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지원사업이 2013년 도입 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10

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민간투자실적, 고용률 등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팁스(TIPS) 지

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에게 기업가정신 함양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창업기업, 팁스(TIPS),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기업가정신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

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 7월 중

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킨 후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대비해 벤처·창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여 운영하도록 했

다. 중소벤처기업부(2022b)에 따르면 벤처투자 실적이 2017년 

약 2.4조 원에서 2021년 기준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

여 7조 6,80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고, 기

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국내 유니콘 기업 수도 2017년 3개 

기업에서 2021년 말 기준 18개사로 6배 급증하였다(중소벤처

기업부, 2022c). 또한 벤처·스타트업 고용증가율이 ‘20년 6월 

말’보다 21년 동 기준 10.2%로 전체기업 3.4%와 비교하여 3
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국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c).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구제전자

제품박람회) 혁신상에서 우리나라 수상기업이 2019년 5개 기

업에서 2021년 21개 기업으로, 또한 미국 포브스사가 선정하

는 아시아 글로벌 리더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2016년 5개에서 

2021년 15개 기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스

타트업이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

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1b).
2020년 창업지원사업은 16개 정부 부처에서 90개 사업이 진

행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총 1조 4,517억 원이다. 주요사업으

로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창업성장기술개발, 창

조경제혁신센터가 있으며, 민관협력사업으로 팁스(TIPS), 사내

벤처육성이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창업

사업화 및 R&D 자금, 창업시설·공간, 창업교육·멘토링·컨설팅 

및 행사·네트워크로 나뉜다. 지원사업별 예산은 창업사업화 

및 R&D 자금이 12,441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창업시

설·공간 1,259억 원, 창업교육·멘토링·컨설팅 및 행사·네트워크 

816억 원순이다(국회도서관, 2020). 더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

(2022a)에 따르면 2022년에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에서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이 최초로 포함

되어 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 총 

94개 지원기관과 378개 대상사업, 3조 6,668억 원의 지원예산 

* 주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mjandu@naver.com
투고일: 2022-04-29      · 수정일: 2022-06-12     · 게재확정일: 2022-06-24



김미주

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7 No.3

모두 역대 최대규모를 보이며 창업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사업화 및 연구

개발(R&D) 자금, 보육시설·공간, 교육·멘토링·네트워킹 등 프

로그램 3가지로 구분되며, 22년에는 융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22년부터 추가된 사업유형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자금을 사업화자금으로 통칭

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업유형 3가지를 기술창업기업 대상으

로 총괄 지원하는 것이 바로 팁스(TIPS) 지원사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창업지원사업 중 민관협력사업으로서 대표적

인 모델로 손꼽히는 팁스(TIPS)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

고자 한다(김정유, 2017).
한국엔젤투자협회(2022)에 따르면 팁스(TIPS) 지원사업은 

2013년 도입된 이래 2022년 기준으로 10년 차를 맞이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 12월 기준 약 1,634개 팁스 창업기업이 선

정되었으며, 정부지원금 대비 약 8.2배 이상의 후속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했다. 또한 기업공개(IPO) 8개, 인수합병(M&A) 40
개 등 성공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원사업 시행 

후 중간점검 차원에서 팁스(TIPS) 지원사업을 수혜 받고 있는 

팁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간 팁스(TIPS)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실적, 고용률 등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해 조사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 경제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혁신적인 창

업·벤처기업은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한다(Timmons & Bygrave, 
1986; 김종호, 2009). 반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의 상관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

황이다. 대부분 창업지원정책 중 창업교육과 같이 제한된 유

형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민희, 2021; 남
정민, 2015; 김연정·노병수,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의 창업지원정책인 팁스(TIPS)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이것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팁스(TIPS) 지원사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팁스(TIPS) 지원사업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과, 교육, 훈련, 
사후관리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성

요소에는 창업자의 잠재적 능력과 아이디어 도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창업공간 및 창업자금지원 등이 포함된다(Johnson, 

1990; Gartner & Vesper, 1994).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 창업지원사업도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자금, 보육시설·공간, 교육·멘토링·네트워킹으

로 구분되며, 기술창업기업 대상으로 총괄 지원하는 것이 팁

스(TIPS) 지원사업이다.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지원사업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

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R&D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고급기술인

력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중소벤처기

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a). 이와 같이 

팁스(TIPS)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창업기업을 대상

으로 한다는 것과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원한다는 것이다. 
팁스(TIPS) 지원사업은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선

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3년 사업

화자금을 시작으로 2015년 보육시설·공간인 팁스타운 개소, 
2017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투자설명회를 통한 

민간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화자금은 필수적으로 지원받고, 보육시설·공간과 역량강

화 프로그램은 신청 희망자에 한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2020년 창업지원사업 유형별 예산과 유사

한 비율로 팁스(TIPS) 지원사업도 2022년 기준 사업화자금 예

산이 연구개발(R&D) 2,157.2억 원과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777.7억 원으로 총 약 2934.9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중소벤처

기업부, 2022a), 다음으로 보육시설·공간 운영예산이 42억 원

이며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은 42억 원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성현희, 202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업화자금 예산은 

2014년 269억 원에서 약 10.9배 증가했으나 보육시설·공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산은 2016년 약 30억 원에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 사업 예산의 증가 폭이 격차가 있다.
먼저, 팁스(TIPS) 지원사업 중 사업화자금을 살펴보도록 하

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공 벤처기업가 중심의 엔젤투자사와 

초기 전문 벤처캐피탈(VC), 기술대기업 등을 팁스 운영사로 

지정한다. 팁스 운영사가 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1~2억 원 

내외로 선투자한 후 정부에 추천하면, 그중 최종 팁스 창업기

업으로 선발하여 연구개발(R&D) 자금을 24개월간 최대 5억 

원,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을 각각 10개월간 최대 1
억 원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b). 그리고 

2018년 6월부터 프리 팁스(Pre-TIPS), 포스트 팁스(Post-TIPS)
를 신설하여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프리 팁스(Pre-TIPS)는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 창업기업으로 육성하

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화자금 10개월간 최

대 1억 원을 지원한다. 포스트 팁스(Post-TIPS)는 팁스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집중 지원하여 글

로벌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화자금 18개월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에 재도전성공패키지 내에서 운영되던 ‘민간투자연계사업’을 

2021년부터 팁스-R로 개편하여 지원한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

를 유치한 우수 재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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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팁스-R 창업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

업화자금 8개월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21a). 또한, 2020년 7월부터는 스타트업팁스(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 팁스-R)와 구분되는 사업으로, 스케일업팁스(투자

형R&D)를 신설하여 기술역량을 보유한 하이테크 중소벤처가 

고위험·혁신형 R&D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 방식

으로 R&D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운영사가 10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모태펀드 매칭 투자 최대 

20억 원, R&D자금 최대 2년간 6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다(중소벤처기업부, 2022d).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한도

팁스
(TIPS)

연구개발
(R&D)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 창업기업

24개월
최대

5억 원

창업사업화
팁스 R&D 선정 창업기업 10개월

각 최대
1억 원해외마케팅

프리팁스
(Pre-TIPS)

창업기획자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

10개월
최대

1억 원

포스트팁스
(Post-TIPS)

팁스 R&D ‘성공’ 판정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18개월
최대

5억 원

팁스-R
(TIPS-R)

창업기획자 등으로부터 1천만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기업

8개월
최대

1억 원

스케일업팁스
(Scale-up

TIPS)

투자형R&D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선투자 10억 원 이상을 
유치한 창업기업

제한없음
최대

20억 원

투자연계형R&D 2년
최대

6억 원

<표 1> 팁스(TIPS) 사업화자금

※연구자가 팁스 통합공고 및 스케일업팁스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다음으로 보육시설·공간인 팁스타운에 대해 알아보자. 팁스

타운(TIPS TOWN)은 2015년 7월 S1을 시작으로 S2, S3, S4까
지 개소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중기부와 포스코가 민관협

력으로 서울 체인지업그라운드를 개소하여 총 5개 팁스타운 

건물 30개층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팁스타운에는 2021년 12
월 기준으로 팁스 운영사, 팁스 창업기업 등 창업생태계 관계

자 약 90여 개사 700명 이상이 입주해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투자 활동의 지방 확산을 위해 서울 팁스타운에 

이어 2020년 12월 대전 팁스타운이 설립되었다. 대전시 충남

대 내에 5개 층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2022). 
마지막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교육 및 멘토링, 네트워크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팁스 창업기업은 법률, 세무 등 전

문 컨설팅과 마케팅, HR 등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무

료로 참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업투자설명

회를 개최하여 후속 민간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다

양한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 창업생태계 주요 인사와 교류할 

수 있다(한국엔젤투자협회, 2022). 
본 연구에서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유치’를 정부 창업지원사업 외 별도 항목으로 추가

하여 이것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자 한다.

2.2. 기업가정신

‘기업가’라는 용어는『상업일반의 본성에 대한 에세이』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경제학자들은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기업

가의 기능을 조직과 관리, 혁신, 위험부담과 불확실성의 처리

의 기능이라고 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기업가’란 사업

에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사

업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수영 외, 2014).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

되어왔으며,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정의를 설명하는 대표 학자인 Schumpeter(1934)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의 창의적인 행동으로 기업가가 환경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박남규 

외, 2015). Quinn & McGreth(1985)은 재무적, 심적, 사회적인 

위험을 가정하고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적적인 보상과 

개인적인 만족을 가정하면서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바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후 국내에

서도 박상용(2003), 윤백중(2011), 이승현(2014), 강재학·하규수

(2015)이 기업가정신 개념에 대해 밝혔다. 이에 대해 기홍석

(2020)의 연구를 인용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연구자 주요내용

박상용(2003)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시장상황 속에서도 현재를 명확히 
진단하여 미래를 예측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지와 행위이다.

윤백중(2011)
기업가정신은 위험부담이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고객을 위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창업자의 행동특성이다.

이승현(2014)
기업가정신은 끊임없는 변화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행동개념이다.

강재학·하규수
(2015)

기업가정신은 제한된 자원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혁신적인 
방식을 동원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진취적인 기업가적 
마인드이다.

기홍석(2020)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인드이다.

<표 2> 기업가정신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란 ‘불확실한 시장경제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정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마인드’라고 정의하겠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개념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 요소를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 
4가지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혁신성’은 Schumpeter(1934)가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여겨지고 있다. 윤석철

(2003)은 생산설비 투자와 경제를 활성화하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품, 품질 좋은 제품, 성능이 우수한 저

렴한 제품을 생산하게 하여 새로운 산업의 생성과 기존 사업

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상호(2006)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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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로운 시장 및 고객을 창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품 및 프로세스를 개발 혹은 기존 제품 및 프

로세스를 개선하는 모든 활동의 결합이라고 정의했다. 서리빈

(2010)은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둘째, ‘도전정신’에 대해 안혜진·이승하(2020) 연구에서는 기

업가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어려움

에 맞서는 태도와 의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고경일 외

(2016)는 도전정신이란 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

회를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 혹은 생산

방식을 통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구체화하는 합리적인 성향이

라고 정의했다. 
셋째, ‘리더십’ 정의에 대해 Covin & Slevin(1991)은 높은 리

더십을 가진 기업은 적극적인 태도로 경쟁을 주도하고 경쟁

적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리더

십 있는 기업가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행동하고 새

로운 시장과 틈새시장을 창출하며 경쟁사에 비해 확고한 위

치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행동한다. 안혜

진·이승하(2020)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목표의식과 긍정적 

자극 및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의 통일성을 높이고 목표점에 

다다르게 만드는 리더의 역량이라고 말했다. 
넷째, ‘위험감수’에 대해 Miller(1983)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 의사결정을 실시할 때 위험선호적 의사결정을 

도입하여 성과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업가의 성향이라고 말

했다. Sexton & Bowman(1987)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시도하려는 의지의 정도로서 위험에 무관하

고 이를 즐기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서리빈(2010)은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내리고 구체적 행동

을 취하여 자원을 투입하려는 경향이라고 정의했다. 
기업가정신 요소의 주요 내용과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

음의 <표 3>과 같다.

요소 주요 내용 및 핵심 키워드

혁신성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기회를 
파악하고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 새로운 아이디어

도전정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 혹은 생산방식을 통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 기회, 위기극복

리더십

전략적인 기업가의 행동중심 개념으로 미래 수요시장의 요구와 
경쟁사 행동을 예측하여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이다.
[핵심 키워드] 미래지향적 행위

위험감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확실한 성공의 보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신규기회를 포착하려는 
능력이다.
[핵심 키워드] 성공보장 없는 과감한 시도

<표 3> 기업가정신 요소

2.3.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

연구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사례

를 살펴보자면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시사하고 있

으며, 이는 곧 정부 및 기관이 창업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남규 외(2015)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인 교육지원, 자금지

원, 마케팅지원이 기업가정신 요소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

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자금지원과 

위험감수성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

케팅지원의 창업지원정책은 창업가정신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연구는 예비창업

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기반 

서베이라는 양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창업가에

게 실제로 어떠한 경험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오재우 외(2015)는 창업보육기관을 통해 창업멘토링 프로그

램을 지원받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가정신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정

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

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재석·이상

명(2015)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 중에서 혁신성과 진취성은 

긍정적인 조절 효과를 보인 반면 위험감수성은 부정적인 조

절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경·남정민(2021)
는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창업교육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주

었고, 정규 및 비교과 창업프로그램 횟수의 증가에 따라 기업

가정신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

본 결과,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 유형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부

분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

를 보인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및 연구문제 설정

위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정책인 

팁스(TIPS) 지원사업을 사업화자금, 보육시설(공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유치 총 4가지로 나누고, 기업가정신 요

소를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팁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가정

신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팁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층 인터뷰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팁스 창업기업이 기업가정신을 균형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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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갖추기 위해 팁스(TIPS) 지원사업을 어떻게 수정·보
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그림 1> 연구의 모형을 근거로 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

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심층 인터뷰 설계

위 2.1과 2.2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팁스(TIPS) 지원사업을 

사업화자금, 보육시설(공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민간투자 유치 4가지 측면으로 나눴으며, 기업가정신 요소를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하여 각각의 팁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가정신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팁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식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본 연구와 같이 팁스(TIPS)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등 양적 조사로는 자료수집이 원

활하지 않고, 깊이 있는 답변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심층 인

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방법은 사회적 행위자들의 의견을 통해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영역에 관한 탐색적 연구

를 가능하게 하며(조연하, 2005), 참여자의 경험과 경험의 의

미를 탐구하게 하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Wolcott, 1992).

본 연구에서 팁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

할 때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을 차용하였다. 사전에 개

방된 큰 틀에서 질문 문항을 설계한 후, 인터뷰 대상자가 자

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 답변

의 흐름에 따라 세부 질문 내용을 유연하게 설정하였다(이재

윤 외, 2017).
먼저 기존 연구와 정책보고서를 토대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질문 문항을 작성해 팁스 창업기업 13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약 8주간 1:1 심층 인터뷰

를 진행했다. 질문 내용은 팁스(TIPS) 지원사업을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유치 4가지로, 기업가

정신 요소를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 4가지로 각

각 분류하여 세부적인 질의 내용을 구성했다. 개별 인터뷰 시

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인터뷰 내용 분석을 위해 당사자들

의 승인 여부에 따라 녹음 또는 메모를 했다. 이후 2022년 3
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약 3주간 본 연구의 모형에 따라 

인터뷰 답변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팁스

(TIPS) 지원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

적 제언을 제시했다. 
인터뷰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4개의 연구문제에 각각 4

개의 세부문항을 작성하여 총 16개 질문 문항으로 구성한 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

향을 미치는가?
       1-1: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1-3: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가?
       1-4: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 

을 미치는가?
       2-1: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

치는가?
       2-2: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2-3: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리더십에 영향을 미

치는가?
       2-4: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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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

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3-1: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3-2: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3-3: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가?
       3-4: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어떠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4-1: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에 영향

을 미치는가?
       4-2: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도전정신에 영

향을 미치는가?
       4-3: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리더십에 영향

을 미치는가?
       4-4: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에 영

향을 미치는가?

3.3. 연구대상

인터뷰 대상자들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의도적 표집이란 조사

대상자의 특성이나 자질을 근거로 한 비확률적 표집 방법으

로 조사대상자의 모집단과 그것의 성분에 관한 연구자의 지

식과 연구목적의 특성을 토대로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이다(조
연하, 2005).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팁스 

창업기업에 선정된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팁스

(TIPS) 지원사업인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유치 4가지에 모두 수혜 받은 경험이 있는 팁스 창

업기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13인의 주요 특성은 <표 4>와 같다. 팁스 창

업기업은 유망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창업기업이므로 주

된 창업분야가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분야와 관련된 기업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팁스 프로그램이 7년 미만 예비 또는 창

업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 모두 창업한 지 

7년 미만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창업 시기가 3년 차가 가장 

많고, 그 외는 연차 비율은 비슷했다. 

Ⅳ. 실증 분석 결과

팁스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한 1:1 심층 인터뷰를 통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유치 총 4
개의 팁스(TIPS) 지원사업에 대한 각각의 기업가정신 요소 

즉,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에 해당하는 핵심 키

워드를 도출하였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이재윤 외(2017)의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인터뷰 대상자 답변 중 유의미한 문장들을 

분류하였다.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문장들 속에서 기업가정

신 요소의 조작적 정의에서 도출한 핵심 키워드와 매칭하여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 16개 그룹에 해당하는 세부 키워드

를 도출하였다. 아래 <표 5>는 팁스(TIPS) 지원사업별 내재적 

요인 및 기업가정신 요소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한 것이다. 

기업가정신 
요소

핵심
키워드

지원사업별 내재적 요인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유치

혁신성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입주기업간
업무협업

새로운, 신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도전정신
기회,

위기극복
새로운 기회,
제2의 도약

네트워크,
투자유치 등 
적절한 기회

위기극복,
해외, 수출

새로운 기회,
제2의 도약

리더십
미래지향적

행위
비즈니스
모델 제안

발전적
공간운영

비전(방향) 제시,
발전방안모색

새로운 비전,
기업확장
경영능력

위험감수
과감한 
시도

시도,
포기치 않음

안정감,
안도감

위기극복
노하우,
경영능력

재시작,
끝까지 

해내는 능력

<표 5> 내재적 요인 및 핵심 키워드

사례
번호

성별 창업분야
창업
시기
(연차)

팁스
선정시기

(연차)

팁스 지원사업

자금
보육
시설

프로
그램

민간
투자

1 남 AI·빅데이터
2015년
(7년)

2020년
(2년)

○ ○ ○ ○

<표 4> 인터뷰 대상자의 주요 특성

2 남 바이오·헬스케어
2019년
(3년)

2019년
(3년)

○ ○ ○ ○

3 남 바이오·헬스케어
2015년
(7년)

2018년
(4년)

○ ○ ○ ○

4 남 IT·소프트웨어
2018년
(4년)

2019년
(3년)

○ ○ ○ ○

5 남 IT·소프트웨어
2020년
(2년)

2020년
(2년)

○ ○ ○ ○

6 남 바이오·헬스케어
2017년
(5년)

2018년
(4년)

○ ○ ○ ○

7 남 AI·빅데이터
2018년
(5년)

2019년
(3년)

○ ○ ○ ○

8 남 IT·소프트웨어
2019년
(3년)

2021년
(1년)

○ ○ ○ ○

9 남 AI·빅데이터
2019년
(3년)

2019년
(3년)

○ ○ ○ ○

10 여 IT·소프트웨어
2019년
(3년)

2020년
(2년)

○ ○ ○ ○

11 여 자율주행차
2018년
(4년)

2018년
(4년)

○ ○ ○ ○

12 남 자율주행차
2017년
(5년)

2018년
(4년)

○ ○ ○ ○

13 남 정보통신
2019년
(3년)

2020년
(2년)

○ ○ ○ ○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81호) 7

위와 같이 지원사업별 총 16개의 내재적 요인과 각각의 기

업가정신 요소에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인터뷰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자가 임의로 해석하고 오용하

지 못하도록 하여 본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4.1. 팁스(TIPS) 지원사업 중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자금 5억 원을 일차적으로 지원해주며, 이어 창업사업

화자금 최대 1억 원, 해외마케팅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준

다. 이후에는 포스트 팁스(Post-TIPS) 형태로 추가 자금을 지

원해주고 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한 대로 팁스 창업기업 

중 성공조건을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여기서 성공조건이라 함은 ① 50
억 원 이상 M&A, ② 기업공개(IPO, 코넥스 포함), ③ 연간 

매출액 60억 원 이상, ④ 후속투자 50억 원, ⑤ 연간 수출액 

100만 불 이상, ⑥ 20명 이상 고용증가, ⑦ ③~⑥ 요건을 1/2
기준 복수 달성 총 7개 조건 중 1개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팁스 지원사업’ 이후로 프리 팁스(Pre-TIPS), 포스트 팁

스(Post-TIPS), 팁스-R(TIPS-R), 스케일업팁스(Scaleup-TIPS) 등 

추가적인 팁스 연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팁스(TIPS)’에만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팁스 창업기업이 기업

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성공적으로 투자회수(EXIT)를 

할 경우에 정부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

리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과제 수행

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성실 수행’으로 판정받게 되면 자금

에 대한 상환 부담이 없다. 
이러한 팁스(TIPS) 지원사업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화 

자금에 대해 팁스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참고로 본 연구

에서 사업화자금이라 함은 연구개발(R&D) 자금, 창업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 이 3가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한다. 

창업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확보’이다(오픈서베이·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1).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팁스 창업기업 대상 지원사업 유형 중에서도 사업화자금 지

원사업의 예산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업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화자금 지원을 받은 창업자의 인

터뷰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사례 1, 3의 경우 창업한 지 7년차를 맞이 하였으며 팁스 

선정 시기는 4년 이내이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 아이템은 아

니지만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술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례 

4와 같이 창업 직후 팁스(TIPS)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를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상용화하게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사례 1, 3, 4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

템’이란 키워드를 통해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 요소 중 ‘혁
신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사례 6은 창업 전에는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진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금에 대한 부담은 없던 것으로 보인

다. 다만 해당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자립

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으며 상용화 등 사업화 시도를 위해 

팁스(TIPS)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자금을 받을 수 있었

다. 사례 7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 후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마다 실패할 경우 

Source 인터뷰 답변 (내재적 요인)
연관된

핵심키워드

사례 1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6년 전에 창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급증해서 새로운 아이
템을 제작하고자 2020년에 팁스에 신청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

사례 3

의료계에 근무하면서 발병 원인에 대한 치료제 추천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술로 만들기 위해 팁스에 
신청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사례 4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디오 플랫폼에 더 집중하고
자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새로운
아이디어

<표 6> 사업화자금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바탕으로 팁스에 신청했고, 현재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아 
시제품 제작 중에 있습니다(새로운 아이템).

사례 6

국내 굴지 대학과 협업하여 의학기구를 개발하게 되
었고, 이를 통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과 협업
을 벗어나서 창업기업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외
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민간 투자유치가 
어려운 시점에서 팁스 지원을 받게 되어 중도에 포
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템 개발을 시도할 수 있
었습니다(포기치 않음).

과감한
시도

사례 7

AI 학습데이터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석박
사가 뭉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다음 
단계로 개발하는데 있어 팁스 사업화자금이 많은 도
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실패 걱정 없
이 여러 번의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좋은 성
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시도).

과감한
시도

사례 11

기술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금이 필요합니다. 처음
에 자기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엔
젤투자를 먼저 받게 됩니다.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는 최소 몇 백만 원 정도는 투자해야 하는데 성공여
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자본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니 과감
하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새로운 아이
디어, 과감하게 구현).

새로운 
아이디어,

과감한
시도

사례 13

완구에 관심이 많아서 2019년에 창업을 하게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싱가포르 등 해외 경진대회에서 수상
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최종 팁스에 선정되어 사업화자금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자금으로 종이로봇부터 시작해서 코
딩, O2O 플랫폼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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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화자금을 지원

받아 기술개발을 위해 과감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사례 6, 7과 같이 창업기업의 경우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조

달, 시장진입 등 어려움을 겪게 되며 통상 3~7년차 기간에 주

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데스밸리(Death Valley) 즉, 
죽음의 계곡이라고 한다(한경닷컴, 2015). 사례 6, 7은 팁스

(TIPS)에 선정되어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중도에 포기치 않

고 위기를 극복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

는 창업초기 통상 3~7년차 기간에 폐업할 경우가 많은 데스

밸리(death valley)를 순조롭게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확보

가 필수적이다. 창업 초기에 정부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해준

다면 창업자 또는 개발자가 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아이템과 성공

적인 사업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팁스(TIPS) 
지원사업 중 사업화자금은 기업가정신 요소 중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사례 11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일정 금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업화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뜻 자기자본을 

투자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새로운 아

이디어와 기술력을 인정해주어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 

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실행력을 보일 것이다. 
또한 사례 13처럼 소액의 자기자본 또는 엔젤투자를 통해 

시제품을 만들 수 있어도 그것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용화

할 수 있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며, 이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은 큰 도움

이 된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화자금은 기술의 상용화뿐만 아

니라 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신규 제품(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

을 한다.
위의 사례 11과 13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정신 요소 중 성

공보장 없이 과감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위험감수’와 끊임없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기술력을 입증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4.2. 팁스(TIPS) 지원사업 중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서울 강남구 역삼로 일대에 

위치한 서울 팁스타운이나 충남대 내에 위치한 대전 팁스타

운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테헤란밸리’라고 불리고 있으며, 벤처캐피탈, 창업육성

기관,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창업기업 등이 서로 밀접

하게 위치해 있다. 특히, 언론기사(이효선, 2021)에 따르면 창

업기업과 창업지원시설의 수가 강남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팁스타운은 면적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팁스 창업기업

의 인적 구성원에 따라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팁스 창업기업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요소 중 어느 요소에 영

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Source 인터뷰 답변 (내재적 요인)
연관된

핵심키워드

사례 2

스타트업은 투자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추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다른 투자자를 소개받기도 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이나 고민들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자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저는 투자자가 팁스타운에 
함께 입주해 있어서 추가 투자자뿐 아니라 다양한 
네트워크도 쌓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네트워크)

기회,
위기극복

사례 5

팁스는 팁스운영사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우리를 담당하는 팁스운영사가 팁스타운에 입주하고 
있어서 선정되기 전부터 팁스타운에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팁스 선정 후에 팁스운영사가 팁스타운에 
입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여 입주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다양한 투자자를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관계자가 방문할 때 
우리 기업에 들러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이 
언론기사에 보도되면서 직·간접적으로 홍보 수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기회,
위기극복

사례 8

창업가라면 누구든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금뿐 아니라 입주공간까지 저렴하게 
지원해주니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공간에 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과 
일정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확보됐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짧은 시간 
내에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안정감)

과감한
시도

사례 10

창업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할 수 없어요.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고,
자금을 확보한다고 해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으면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중에 하나가 사무실 
임대비용이에요. 그런데 팁스에 선정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팁스타운에 입주할 수 있어서 그 부담감을 
떨칠 수 있어요. 그리고 팁스 관리기관이 함께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을 연구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안정감)

과감한
시도

사례 11

팁스타운 주변에서 창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팁스창업기업으로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팁스타운 주변에 사무실을 잡았던 이유도 팁스타운 
일대에서 투자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팁스타운에는 스타트업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를 엿보기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네트워크, 적절한 기회)

기회,
위기극복

사례 12

서울 강남구 일대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창업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더욱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등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임대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한 부분이 줄어들어 
부담없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안정감)

과감한
시도

<표 7> 보육시설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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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은 창업가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업화자금 지원뿐 아니라 입주공간까지 지원해주

고 있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더욱 집중할 수가 있다고 답했

다. 이는 정부가 창업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사례 10은 팁스(TIPS)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되는 즉시 사업

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팁스타운에 입주할 수도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

게 해 준다. 그리고 팁스 관리기관이 함께 입주하고 있으므로 

팁스 창업기업으로서 ‘팁스(TIPS)’라는 브랜드에 소속감을 느

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실패에 있어 불안감을 떨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 8, 10과 같이 팁스(TIPS) 지원사업에 있어 보육시

설 제공은 창업가가 홀로 창업했을 때의 불안함과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보육시설 내에 

관리기관이 함께 있다는 것은 소속감과 안정감을 갖게 해 주

어 이를 발판으로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이

것은 기업가정신 요소 중 ‘위험감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례 12의 경우 서울 팁스타운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

해 있어 지리적 위치가 좋은 곳에 입주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주변 사무실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팁스 창업기업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최소한 사무

실이 있으면 창업 아이템 또는 기술 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여

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

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보육시설은 기업가정신 요소 중 성공

보장이 없더라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위험감수’와 관련

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사례 2는 사례 12와는 다른 측면으로 입주환경에 대한 언급

을 했다. 입주환경이 창업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2, 3의 투자사를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다른 보육시설

이 창업기업만 입주해 있는 것에 비해 팁스타운은 창업기업, 
투자자, 창업 관련 단체나 기관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
사례 5는 팁스 창업기업의 특성상 팁스 운영사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는 팁스 창업기업이 민간 투자자인 팁스 

운영사로부터 1~2억 원의 선투자를 받은 후 정부에 추천되고, 
이를 통해 최종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받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보다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팁스 운영사는 팁스 선정기업이 성공적

으로 사업을 수행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하고 있다. 따라서 팁스타운 내에 팁스 운영사와 그 운영사가 

추천한 팁스 창업기업이 함께 입주하고 있다면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시간적·물질적으로 절약이 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관계자들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

다. 더욱이 팁스타운은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의 방문이 자주 

있으며, 해외 투자자와 기관의 방문도 종종 있는 편이다. 사

례 5의 경우에는 이러한 팁스타운 방문에 맞춰 입주기업의 

사업 아이템 소개 등을 통해 직·간접인 방법으로 홍보된 바 

있다. 정부 및 국회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팁스타운에 방문하

게 되면 언론사들이 함께 방문함으로써 언론기사가 보도되기 

때문에 기업의 인지도 상승 등 홍보 효과를 보기도 한다. 
사례 11은 팁스타운 인근에 있는 창업지원기관에 입주해 있

다가 팁스타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처음에 창업지원기관에

서 극초기 단계에서 창업을 시작한 후, 창업기업과 투자자와

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팁스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알게 

되었고, 이후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된 사례이다. 
이처럼 팁스타운이라는 보육시설 지원은 사례 2, 5, 11과 같

이 창업기업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절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팁스(TIPS) 지원사업 중 ‘역량강화 프

로그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팁스 창업기업은 팁스타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량강화 프

로그램과 네트워크 행사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법률, 세

무, 인사,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과 1:1 
멘토링 또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창업기업

의 강연과 정책토론 등 규모별 네트워크 행사에 이루어지는

데 여기에도 참가가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에는 창업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등 창업생태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서로 교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는 교육, 멘토링·컨설팅, 각종 네트워크 행사도 포함되는 것으

로 한다. 이러한 팁스(TIPS) 창업기업 대상으로 진행하는 역

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 요소 중 어느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Source 인터뷰 답변 (내재적 요인)
연관된

핵심키워드

사례 1

얼굴인식기술이 발전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에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동남아와 일본에서 좋
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각종 애로사항이 있는데 전문가 강연이나 
선배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사 업종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킹
은 행사 이후에도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실제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
다(발전방안 모색).

미래지향적
행위

사례 2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해외 투자
자로부터 투자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협의 중에 있는
데, 해외 투자유치를 처음 진행해 보는 터라 여러 애
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 멘토링 프로
그램에 참여하여 계약서에 있는 독소조항을 발견하
게 되면서 실제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계약을 마
칠 수 있었습니다(위기극복).

기회,
위기극복

<표 8>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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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은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에서 나아가, 참가자가 강사와의 질의응답 등

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

던 사례이다. 특히, 사례 1과 사례 9의 경우에는 해외진출에 

있어 각종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창업생태계의 경우 국내

에 비해 해외 진출 성공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정

보나 노하우가 부족한 편이다. 이럴 경우 창업기업 대표는 역

량강화 또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가 또는 경

험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창업기업의 

경영자가 미래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발전방안을 모색

해나간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리더십’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사례 1, 9의 인터뷰 내용에서 내재적 요인을 ‘해외, 

수출’이 아닌 ‘발전방안 모색, 방향 제시’로 도출한 것은 창업

기업 대표가 해외진출이나 수출에 대해 직접적인 기회나 업

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

으로 영향을 받아 기업의 대표로서의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창업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에서 세부항목은 창업팀 특성, 기술성, 수익성, 경쟁성, 시장

성으로 분류된다(홍순식, 2020). 이중에서 ‘창업팀 특성’이 있

는 것으로 보아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창업기업의 조직구성 

및 운영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창업기업의 구인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오픈서베이·스타

트업얼라이언스(2021)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구인난은 65.2%이

며, 전년 대비 인력난 심각 인지 수준은 70.1%에 달한다. 
이에 사례 6은 HR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

업 규모별, 특성별 조직관리 및 체계화 정보를 얻을 수 있었

고 이를 반영하여 사례 6의 조직 운영에 반영하였다. 특히, 
프로그램에서 강연한 강사를 기업에 초청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 미래 발전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사례 6은 일자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기업과 

대학생, 개발자와 연결해주는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에 참가하

여 전문인력을 매칭해보는 경험을 하였다. 이것을 통해 조직

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 인재상을 설정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각종 노하우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사례 13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성한 디지털마케팅 교육과정에 참석한 기업이다. 창업

기업의 특성상 대기업, 중소기업과 같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 대표가 직접 모든 것을 통솔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대표나 임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팁스 창업기업이 최신 트렌

드 및 시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미래지향적 행위

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례 2는 해외 투자유치를 처음 

경험하는 사례로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서에 있는 

독소조항을 발견하여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여 원활하게 해외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사

례 12를 보면 해외 진출을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여러 

가지 법률 정보가 필요했다. 이 경우에도 법률 멘토링을 통해 

해외진출 전문 법무법인을 소개받아 해외 법인설립이나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원활하고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중 무역전쟁, 중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해

외시장 진출에 있어 환경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거나 해외진

출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강화 프로그

램을 통해 실제로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4는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인맥을 형

사례 4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업종의 
대표님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면 보통 7
년 이내에 사업의 성패가 갈리기도 하고, 수많은 위
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역량강화나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업무협약
을 맺어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투자자나 영업처
를 소개받기도 했습니다(위기극복).

기회,
위기극복

사례 6

스타트업에 있어 인재채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
다. 그에 반해 스타트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낮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
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팁스 창업기업은 기술창업
이기 때문에 개발자나 전문가 출신의 경영자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거나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이럴 때에 일자
리 매칭 프로그램이나 스타트업 맞춤형 HR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이 우수 인력을 구성하고 기업
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습니다. 여기서 만난 강연자의 내용이 뇌리에 꽂혀 
따로 우리 기업에 초청하여 컨설팅을 받은 적도 있
습니다(발전방안 모색).

미래지향적
행위

사례 9

딥러닝 기반 홍채인식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 동향에 대해 실질적
인 피드백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해외 투자자
와 해외 컨설팅 담당자를 통해 해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해
외 시장의 실질적인 반응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시행착오를 최대한 겪지 않도록 기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방향 제시).

미래지향적
행위

사례 12

몇 년 전만 해도 사드로 인해 중국 수출이 매우 어
려웠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체할 수 없어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
려고 하니 법인설립부터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 모
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했습
니다. 그러던 와중에 1:1 법률 멘토링에 오신 멘토님
을 통해 해외진출 전문 법무법인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곳과 함께 중국, 폴란드 등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수출, 해외).

기회,
위기극복

사례 13

코로나19로 인해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스
타트업계는 시장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
러다보니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상황변화는 저뿐
만 아니라 직원들도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마케팅’이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비대면 사업을 구상해서 직원들에
게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지 지시해둔 상태입
니다(방향 제시).

미래지향적
행위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81호) 11

성한 경우이다. 실제로 데스밸리(death valley)에 해당되는 창

업기업의 경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

니다. 이러한 시기에 선배 창업가나 투자자와 인맥을 형성해

서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기회를 엿보기도 한다. 
사례 4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든지 투자자나 영업처를 

소개받는 등 다양한 기업 경영의 정보를 공유받아 데스밸리

(death valley)를 극복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도 새

로운 기회를 찾고 위기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4.4. 팁스(TIPS) 지원사업 외 ‘민간투자 유

치’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초기 창업기업은 팁스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면 이후부터는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을 성공적으로 엑시트(EXIT: 투자 

후 출구전략을 의미하는데 투자사의 입장에서 자금을 회수하

는 방안을 의미(기획재정부, 2017))를 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팁스(TIPS) 지원사업 외에 팁스 창업기업이 

민간투자 유치를 했을 경우에 기업가정신 요소 중 어느 요소

에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사례 3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으로 벤처캐피탈로

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제약회

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으며 유사 업종 분야로서 업무적으로

도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효과를 본 

경우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사례 9가 있다. 사례 9도 민간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스마트홈 기업으로부터 후속 투자

유치를 받아 스마트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신규 제품과 서

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사례 3과 9는 해당 창업기업과 유사한 업종의 대·중견 기업

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으며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

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이다. 사례 12 또한 업무협약과 동시

에 민간투자를 받게 됨으로써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업

무협약 기관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했

다. 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기업

가정신 요소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사례의 대부분은 엔젤투자를 받은 후 팁스(TIPS) 프로

그램을 통해 정부에서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인데 비해 

사례 8은 초기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 유치

를 받으면서 제품을 개발한 경우이다. 더욱이 미국 벤처캐피

탈에서도 투자유치를 받아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사례 8은 민간 투

자자를 동반자적 성격으로 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신규 서비스나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도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혁신성’과 

Source 인터뷰 답변 (내재적 요인)
연관된

핵심키워드

사례 3

2018년도에 ‘팁스’에 선정된 이후 금융권, 액셀러레이
터에서 후속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21년에는 시리
즈A 때 투자유치 했던 벤처캐피탈에서 추가로 투자
해주어 시리즈B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이다 보니 00제약 회사
로부터 추가적으로 투자유치를 받게 되었고, 이후 신
규 서비스 도입이나 경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
을 수 있었습니다(신규 서비스).

새로운 
아이디어

사례 5

2020년에 팁스로 선정된 이후 해당 운영사로부터 추
가적으로 투자유치를 받아 시드에서 시리즈A로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를 통
해 제품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고, 고급 인력도 채용
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원활히 성장하자 해외에서
도 관심을 보였고, 21년에는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민간투자를 받아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새로운 기회).

기회,
위기극복

사례 7

2019년 팁스에 선정됐을 당시에는 시드(seed) 단계였
습니다. 이후 벤처캐피탈 3곳으로부터 후속투자를 유
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시리즈A 단계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
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
습니다. 대표적으로 모 대학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최우수 국제학술대회에 채택되어 기업의 신뢰도
를 높이는 등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
2의 도약).

기회,
위기극복

사례 8

우리 기업은 화상으로 진행하는 앱서비스가 전문 분
야입니다. 창업 후에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중소
기업에서 민간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미국 
벤처캐피탈에서도 투자유치를 받은 후 팁스에 선정
된 케이스입니다. 상대적으로 민간투자자와의 접점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자문을 구해 신규 서비

새로운 
아이디어

<표 9> 민간투자 유치가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와 동반자라고 생
각하고 이들의 조언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
이트하고 있습니다(신규 서비스).

사례 9

팁스에 선정된 이후 세계 스타트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고, 우수 대학과 협업하여 사업
을 확장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
트홈 기업을 통해서 민간 투자유치에도 성공하였습
니다. 투자자와 의논하여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
발하여 스마트홈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신규 
제품, 서비스).

새로운 
아이디어

사례 10

2019년에 창업한 후 아이디어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니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
러던 중 민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살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도 줘서 팁
스에 선정되는 등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
색할 수 있었습니다(새로운 기회).

기회,
위기극복

사례 11

‘팁스’라는 타이틀 덕분에 정부의 ‘소부장 스타트업’
등 다양한 지원정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
가 높아져 기존 10억 원대였던 민간투자 실적이 
2020년에 약 70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
로 해외진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제2의 도약).

기회,
위기극복

사례 12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진행하면서 민간투자 약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투자금을 바탕
으로 업무협약 기관과 신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신규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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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사례 5는 국내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제품 개발과 고급 인

력 확보 등 기업을 경영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후속 투자유치를 성공하여 해외

진출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다. 
사례 11도 ‘팁스’ 브랜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여 후속 민간투

자를 유치한 결과 기업가치가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해외시장

까지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례 5와 11은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을 안

정적으로 경영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외진출이라는 새로운 기

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에 영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례 7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채

용하여 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진행

하여 국제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투자유치 자금으로 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었다. 사례 10은 아이디어로 제품

을 만들고 상용화하는데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데스밸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민간 투자

유치를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 나아가 정부의 지원사

업 선정 등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게 된 경우다.
위의 사례 7, 10과 같이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이 정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상황을 

극복하여 새로운 단계로 도약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5.1.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팁스 창업기업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기업가정신 요소에 

대한 영향력이 도전정신>혁신성=위험감수>리더십 순으로 나

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표 10>과 같다. 

기업가정신
요소

지원사업

혁신성
(새로운 
아이디어)

도전정신
(기회,

위기극복)

리더십
(미래지향적

행위)

위험감수
(과감한 
시도)

사업화자금 ◉ △ △ ◉

보육시설 △ ◉ △ ◉

역량강화 프로그램 △ ◉ ◉ △

민간투자 유치 ◉ ◉ △ △

<표 10> 심층 인터뷰 결과

[표기] 영향력 있음 ‘◉’, 영향력 미흡 ‘△’

지금보다 균형 있는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팁스(TIPS)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

래 순서는 기업가정신 요소 중 가장 영향력이 미흡한 순서부

터 제시하였다.

첫째,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제언이다. 팁스(TIPS) 지원사업 

중 기업가정신 요소에 가장 약한 영향력을 미친 부분은 ‘리더

십’이다. 팁스 창업기업 대상 인터뷰 결과 ‘리더십’에 가장 영

향을 주는 사업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13년 사

업화자금, ’15년 보육시설·공간, ‘17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순

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도입 시기와 이에 따른 예산과도 관

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

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이 

우선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화자금과 보육

시설 관련 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것에 반해 역량강화 프로그

램은 팁스타운 예산 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매년 

팁스 창업기업 선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

으로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팁스 

창업기업의 수요와 그간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 확대 및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팁스타운 운영비에 포함

된 예산이 아닌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별도 사업

비 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가정신재단, 전

국 대학 및 대학원, 창업·투자 관련 민간 기관의 창업과정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가정신재단, 교육 및 민간 기관과 팁스 창업기업의 간담

회 등을 통해 이론과 실제가 결합된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팁스(TIPS) 지원사업이 민간투자 주도

형 기술창업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18~2020년 5년간의 팁스(TIPS) 창업기업의 81%가 

서울·경기·대전에 편중됐으며, 전남·강원·경남 등 지방소재 기

업은 1% 이하로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컸다(박영암, 2020).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의 역량강화 

전문인력 육성 및 연수 또는 수도권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 
수도권과 지역의 전문인력 간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험감수’ 강화를 제언이다. 팁스(TIPS) 지원사업 중 

기업가정신 요소인 ‘위험감수’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업화자

금’과 ‘보육시설’이었다. 이중 사업화자금은 팁스 창업기업의 

100%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보육시설은 팁스 창업

기업의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팁스타운이 서울 

역삼로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 창업기업 활동 범위가 서울 강

남구 외 지역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2020년 12월 대전 충남대 내에 대전 팁스타운이 설립

되어 지역으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다. 이를 시작으로 팁스

타운이 수도권 외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적 의지가 중요하다. 다만, 팁스타운은 건물 임대 또는 매입

이라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보다는 점진적 

확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

해서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 보육시설 등과 업무협

약을 체결하여 팁스 창업기업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이나 입주 희망 시 팁스 창업기업 대상으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기업가정신 요소 중 위험감수 요소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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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 지자체, 민간 보육시설의 

입주율 제고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혁신성’ 강화를 위한 제언이다. 기업가정신 요소 중 

‘혁신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업화자금’과 ‘민간투자 유치’
로 나타났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이후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또 다른 아이템 및 서비스 발굴은 정부지원금

과 민간투자유치 등 자금 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재 

팁스(TIPS) 지원사업 중 사업화자금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

으며, 창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정부지원금 또한 증액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이로만 간다면 기업가정신 요소 중 

‘혁신성’을 강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에는 

정부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 

2016년 통합공고가 생긴 이래 2022년 처음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는 점은 창업지원사업이 보다 

체계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창업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대

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실제 민간투자에서의 방해요소를 찾아 지속적

으로 법률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창

업생태계가 조성된다면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즉 창업가정

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도전정신’ 강화를 위한 제언이다. 기업가정신 중 ‘도

전정신’은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었다. 팁스(TIPS) 지원사업의 유형

별 사업이 고르게 기업가정신 요소 중 ‘도전정신’을 강화시켰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팁스 창업기업에서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술창업기업이 도전정신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팁스(TIPS) 지원사업을 성장단계별로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 일례로 2013년부터 팁스(TIPS)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자 2018년부터 

프리 팁스(Pre-TIPS), 포스트 팁스(Post-TIPS)를 신설하여 예비 

팁스 창업기업과 팁스 성공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마련하였

다. 또한 2020년부터는 스타트업팁스(팁스, 프리팁스, 포스트

팁스, 팁스-R)과 구분되는 하이테크 중소벤처를 위한 스케일

업팁스(Scale-up TIPS)를 신설하였으며, 2021년에는 재창업기

업을 지원하기 위한 팁스-R(TIPS-R)도 개편하였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팁스(TIPS) 지원사업을 성장단계별로 점진적이고 체

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편, 2022년 기준으로 팁스와 프리팁스(Pre-TIPS), 팁스-R의 

사업 전담 주관기관은 한국엔젤투자협회이며, 포스트팁스

(Post-TIPS)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벤처캐피탈협

회이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팁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따

라 연속성으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 전담 주관기관 간의 긴밀

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관기관의 실무자 간 정보공

유 및 수시 소통, 전체 주관기관과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하

는 통합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 및 생태

계까지 자리 잡게 되면 팁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 중 ‘도전

정신’을 더욱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지원

사업은 2013년 도입되어 2022년 기준으로 10년 차를 맞이 하

였다. 그간에는 민간투자 유치 금액, 고용률 등 가시적인 성

과를 중심으로 한 정책 현황 분석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팁스(TIPS) 

지원사업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미치는 질적 효과

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팁스 창업기업이 기

업가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팁스(TIPS) 
지원사업이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팁스(TIPS)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중간점검 차원에

서 창업기업과 심층 인터뷰 진행을 통해 알아낸 개선사항을 

정책적 제언으로 밝힘으로써 추후 팁스(TIPS) 지원사업이 더

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기업가정신 요소

에 대해 각각 정책적 제언을 함으로써 추후 팁스 창업기업이 

기업가정신 요소를 균형있게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팁스(TIPS)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각 

사업이 미친 기업가정신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 

중인 창업지원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

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사

업의 유형을 기술창업기업 대상에게 국한하여 압축적으로 진

행하고 있는 것이 팁스(TIPS) 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화자금, 보육시설·공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예

산 비율도 동일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해도 유의

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1:1 심층 인터뷰라는 질적 연구방

법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

로 접근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통합하여 진행한다면 정책적 제언에 대

한 부분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대상 측면에서 본 연구는 팁스 창업기업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프리 팁스(Pre-TIPS), 
포스트 팁스(Post-TIPS), 팁스-R(TIPS-R), 스케일업 팁스

(Scale-up TIPS)에 해당하는 팁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후 성장단계별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것도 폭넓은 연

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기업의 투자단계에 

따라 시드(Seed), 시리즈 A, B, C 이상, 엑시트(EXIT)로 나뉘

는데 이 기준을 추가한다면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진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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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단계별 팁스 창업기업의 수

요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과정에서 팁스 창업기업의 부정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팁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

가정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불편한 

요소 등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주의 깊게 논하지 않았다. 향

후 연구에서는 더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 문항도 제작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면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나올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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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tartu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Focusing on TIPS Support Projects by the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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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tudied the effect of the TIPS support project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on the entrepreneurship of TIPS 
start-ups. The Tips start-up company, which is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selected for the TIPS support project, participated in all 
commercialization funds, incubation facilities,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s, and was selected as a company that received private 
investment.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about eight weeks from January 14, 2022 to March 11, 2022.

For this study, the TIPS support project was subdivided into four categories: commercialization funds, incubation facilities, capacity 
building programs, and private investment attraction, and entrepreneurship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nnovation, challenge 
spirit, leadership, and risk-taking.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 the influence of the TIPS support project on entrepreneurship 
factors was in the order of challenge spirit, innovation, risk-taking, and leadership.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commercialization funds 
influenced innovation and risk-taking, incubation facilities had a challenge spirit and risk-taking, competency-building programs had a 
challenge spirit and leadership, and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 had an influence on innovation and challenge spiri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 TIPS support project, a private investment-led technology start-up support program, was 
introduced in 2013 and as of the end of March 2022, and a report was prepared focusing on visible performance such as private 
investment performance and employment rate. However, through this study, by analyzing whether the TIPS support project contributed to 
the cultivation of entrepreneurship for TIPS start-ups, it was found that it had a positive influence not only on quantitative growth but 
also on qualitative growth.

KeyWords: start-ups, TIPS, commercialization funds, incubation facilities, capacity building programs, private investment,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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