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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나소프트 (ERP, 금융솔루션 SW개발)SW개발  

2. ㈜이포어 ( 필터 평가기 및 필터 제작)제조업 

3. ㈜SNPO (이동통신 법인전략대리점)유통업 

사회경력(창업경력) 

4. ㈜온세텔레콤 영업총괄상무,㈜산돌티움 대표 취업 

5. ㈜애플앤유 (꽃중개 플래폼 운영) 프랜차이즈 



소프트웨어 한국소프트웨어세계화연구원 이사장  

벤처업계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프랜차이즈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사 

여성계       (사)한중여성교류협회 이사  

CEO과정   서울대AIP/카이스트/숙대/중대/상생포럼 

사회경력(네크워크) 



방송출연 및 저서 

KBS1 TV 창업오디션 황금의 펜타곤 시즌 3 고정출연 

실패를 통한 창업 지침서 사랑하라 창업하라 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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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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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사회 구조 변화  

6 

*자료출처 : 통계청 ‘연간지표’ (1980~2015),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1980~2014) 
                           ‘간이생명표’ (1980~2014), ‘시군구별 외국인과의 혼인’ (2000~2015) 

•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가치관/문화 형성하지 못함 
 

• 세대 간 차이 & 세대 내 차이 

[ 사회 ]  
개인화·저출산·고령화 

2.8명→1.2명 
<출산 자녀> 

65.7세→82.4세 
<기대수명> 

( ‘80 → ‘14 ) 

[ 경제 ]  
압축성장 · 양극화 

 38.5배↑ 
<GDP> 

(‘80 → ’15) 

[ 문화 ]  
세계화 · 다원화 

( ‘00 → ‘15 ) 

1.1만→2.1만 건 

<국제결혼> 



2. [경제] 다음 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80’~96’ 낙관론 우세 97’~05’ 비관론 우세 06’~16’ 기대 없음 

IMF외환위기 

* 자료출처 : 한국갤럽 ‘End of Year Poll’ (1980~2016)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세계 금융위기 

< 다음 해 경기 전망 (%) > 

나아진다 49 49 38 48 69 43 41 48 44 60 40 25 21 31 45 45 34 19 16 28 42 7 21 22 22 9 20 10 25 9 26 21 11 12 21 15 16

나빠진다 12 27 30 16 6 6 18 7 19 12 32 48 53 28 18 17 31 40 60 38 16 73 41 57 47 62 36 51 28 64 19 27 43 40 24 37 34

비슷하다 11 14 28 30 16 43 33 41 14 15 22 15 16 30 25 29 27 35 19 31 38 17 32 16 29 27 41 35 43 24 52 50 43 46 54 48 49

년도 19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19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1 2 3 4 5 6 7 8 9 2010 11 12 13 14 15 16



4. [경제] 경제 관련 인식 변화의 영향 

52.1 
37.3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계획 없음”(%)> 

보건복지부 ‘증가하는 결혼∙양육비용에 대응한 지원대책마련추진’ 
(2012),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15) 

남 여 

1위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84%) 

2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82%) 

<결혼 늦추거나 하지 않는 이유(중복, %)> 

결혼관 변화 자녀관 변화 

남 27.8→32.6세  
여 24.8→30.0세 

(초혼연령/’90→’15) 

88만 원 
세대 

2007 

3포/5포 
세대 

2011 

수저 
계급론 

2015 

*자료출처 : 통계청 ‘평균초혼연령’(1990~2015)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 추이’(1990~2015) 

(자녀 수/‘90→’15) 

1.6→1.2명 

*자료출처 :  



5. 젠더(Gender) 관련 인식 변화 

’85 ‘15 

“여성의 경제활동이 바람직하다” (82.6%)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 참가율 (%) > 

82.6% 

1995 2008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 

45.0 

24.0 

<다시 태어난다면 선택 할 성별> 

남자 

여자 

상관없다 

*자료출처 : 한국갤럽 ‘한국인의 국민성 조사 9차’(1985), ‘성 전환에 대한 인식 조사’(2001),  
대한변호사협회 (1970-2015) 



7. 고령화로 인한 실버 산업의 빠른 증가 

  

  Korea Japan China USA 

출생율 1.23 1.42 1.56 2.08 

기대 수명 80.8 83.7 73.8 78.8 

1
0 



8. 1인 가구 (단일세대)의 증가 

1
1 



9. 1인 가구  (단일세대) 

연령과 소득수준, 결혼 상태에 따른 1인 가구 유형 

화이트 싱글 블루 싱글 골드 싱글 그레이 싱글 실버 싱글 

전체 1인 가구의 
17.2% 

 
20대 젊은  

1인 가구 집단 

전체 1인 가구의 
11.3% 

 
월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인 가구 집단 

전체 1인 가구의 
15.4% 

 
월 소득수준  
300만원 이상 
1인 가구 집단 

전체 1인 가구의 
19.8% 

 
50~65세 미만 
1인 가구 집단 

전체 1인 가구의 
24.0% 

 
65세 이상 

1인 가구 집단 

출처: 2015 서울서베이 

전 1인 가구 유형 중 
건강상태 행복지수 

가장 높아 
 

7.69점 
/평균 7.06점 

가정생활 행복지수  
가장 높아 

 
7.37점 

/평균 7.13점 

재정생활 행복지수  
가장 높아 

 
6.50점 

/평균 6.22점 

이혼, 별거로 인한 
1인 가구 

 
 행복지수 항목이 
모두 평균 이하 

 

사별로 홀로 남겨진 
1인 가구 

 
모든 행복지수 가장 

낮아 



10.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변화 (Trend) 

http://ppss.kr/wp-content/uploads/2015/09/154.jpg


14 14 

꿈을 선택한 청년들~ 

1. 취업 
   일자리 창출 
2. 학업 
   미래를 위한 투자 
3. 창업 
   꿈과 미래을 찾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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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미래를 먼저 찾는 
선택된 투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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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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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s Connect Technolosies 
아이디어는 기술과 기술을 연결한다 

Digit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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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TRENDS 
1. Physical Technology 
   물리학 기술 
2. Digital Technology 
   디지털 기술 
3. Biological Technology 
   생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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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상상력 
Creative imagination unique idea 

독창적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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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 ravors the prepared. 
행운은 준비된 이를 더 좋아한다. 

Failing to prepare is preparing to fail. 

준비 실패자는 
실패 준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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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예지력 
Creativity 
창의력 
Communication 
소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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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eye 
head 
heart 

eye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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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ortest word 
a 
b 
c 
d 
e 
f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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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Read &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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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maker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 

Create More jobs.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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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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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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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성공사례 – 선도벤처기술창업 

공공의주방  대표  안상미 

 쿠킹클래스 중개 O2O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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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성공사례 – 선도벤처기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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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성공사례 – 선도벤처기술창업 

홈리에종    대표  박 혜 연 

태그 클라우드기반 홈스타일링 서비스 연계 O2O 플랫폼 

> 포트폴리오 선택 
> 디자이너 선택 
> 상품군 선택 
> 구매 

• Tag Cloud 
 

•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구성하는 상품군 
 

• 결제방식 
 

User 

Designer 

온라인 or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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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성공사례 – 선도벤처 연계지원사업 

㈜키즈체크 대표  유혜용 

유아관찰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연간 이용료 

       

월 이용료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 공유 
인프라 공유 

 

유아 설문조사  

        다양한 광고기능 

           (교육, 교재등) 

학부모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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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성공사례 – 창업인턴제 

㈜떡판 대표 윤석일(29세) 

전국 지역기반 떡집 O2O 플랫폼 서비스 

서울 고객 
(개업선물) 서울떡집 대구떡집 

부산 
주문 배송 

부산떡집 
고객 

주문 

부산떡집 

인천떡집 

전국 지역기반 떡집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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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성공사례 – 창업인턴제 

㈜이벤트루 대표 
이혁기(25세) 

이벤트 직거래 중개플랫폼 이벤트루 

웹사이트 화면 



48 

  청년창업 성공사례 – 창업인턴제 

페이퍼타이거 대표 김은선(34세) 

E-pub 3.0 기반의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출판/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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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 성공사례 – 청년창업사관학교 

㈜나인투식스 대표이사 기희경(25세) 

맞춤형 기능성 깔창 제조 및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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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향숙대표님 멘티의 성공사례로 간단한 
자료제작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오른쪽 하단의 내용은 구조도나 간단한 시제품 등등 
자유롭게 표현해주셔도 됩니다  

 
5월 19일(금) 24:00 까지 
01055118742 카톡 혹은 
myceremony@naver.com 
으로 전송해주세요 

mailto:myceremony@naver.com


1.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2. 소통을 겸비한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 

3. 섬세하고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 

청년창업을 잘하려면? 

4. 혼자보다는 함께하며 준비하는 사람 

5. 문화적 향기를 품고 시대를 맞추어 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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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마케팅 전략의 기본 

1. 가격, 서비스, 이벤트 3요소  

2. 재미있게, 꾸준하게, 진실되게 

3. 감성을 자극하고 함께하는 전략 

착한가격으로 일정기간 일정품목을 관심을 갖게 유도하는 전략 

마케팅꺼리는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의 바탕으로 사용 

조금만 더 가까이 마음을 함께하고 가족이 되는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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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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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의 펜타곤 - 5주 우승자 

농업회사법인 만나씨이에이㈜ 
박아론,전태병 대표 (50세) 

국민 식문화 향상을 위한 유기농  

생산 시스템의 개발 

 

KAIST 산업디자인과 

KAIST 기계공학과 



55 

  황금의 펜타곤 – 1주 우승자 

브링프라이스 원용연 대표(25세)  

항공일정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구간별 항공권 최적화 검색엔진 

전남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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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의 펜타곤 - 2주 우승자 

㈜벨라체 안성렬 대표 (44세) 

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바로 벽에 도배할 
수 있는 친환경 벽지  

청명공업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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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의 펜타곤 - 3주 우승자 

㈜오이알 윤재선 대표 (39세) 

아웃도어 환경에서 최적으로 작동 하고 APP을 이용
하여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t스마트 LED 랜턴 

 

공주대학교 정보통신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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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의 펜타곤 - 8주 우승자 

준테크 박준현 대표(39세) 

전동 포도 적과기계 

(300-400알의 포도를 30-50알로 알치기) 

대경대학교 환경계획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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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의 펜타곤 - 4주 우승자 

㈜수하우스 김상규 대표 (50세) 

변기에어커튼-에티쉬[Etish]   

용변중 발생하는 악취를 완벽히 제거 

 

군산기계고등학교/전주비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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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의 펜타곤 - 7주 우승자 

더오디 이원배 대표(50세) 

따뜻한 맛을 지켜주는 핫탑팬(HOTTOP-PAN:음
식조리용 보온가열기기) 

서울대 공과대학 기계설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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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의 펜타곤 - 6주 우승자 

이엔큐 원터치 김창성 대표(48세) 

핸드그라인더의 연마디스크 탈,부착장치 

울산대학교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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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CEO에게 듣는다 - 창업성공사례 

㈜한국맥널티 대표 이은정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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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CEO에게 듣는다 - 창업성공사례 

㈜대대푸드원 회장 조동민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키우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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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CEO에게 듣는다 - 창업성공사례 

㈜김영희 강남 동태찜 대표 김영희 

소상공인의 멘토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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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CEO에게 듣는다 - 창업성공사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강하면서도 따뜻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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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CEO에게 듣는다 - 창업성공사례 

㈜포시에스 대표 박미경 

부부가 기업을 이끄는 비결은 
평등과 조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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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CEO에게 듣는다 - 창업성공사례 

㈜금탑프랜차이즈 대표 최성수 

고객이 부르면 어디라도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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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CEO에게 듣는다 - 창업성공사례 

㈜애플앤유 대표 신향숙 

도전하지 않는 것은 실패 창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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