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높은 실업률, 물가, 성장의 시 를 일컫는 뉴노멀

시 (New Normal)[1]의 등장으로 인해 고용 창출은 어

려워지게 되고 인구는 고령화 되는 문제들이 비단 우리

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 인 문제로 나타나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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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정책자 , 창업 경 교육, 컨설 기타 서비스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재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변화 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기업 경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의 토 를 마련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되는 소상공인 정책의 운 황

을 먼 살펴본 후, 창업 한 소상공인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도출

하 다. 본 연구 결과는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 기 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

창업 교육 정책과 련하여 연구 범 를 확 하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방안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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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changes of current government policy for Micro-enterprises with respect to 

the government policy fund, start-up, management education and the relevant consulting services. The examination 

is used for providing the improving directions of Micro-enterprise government policy reflecting on the current 

Micro-enterprises. While Micro-enterprise belongs to the class of Small enterprise,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policies in Micro-enterprise is much bigger than the other. For this reason, the fundamental investigation considering 

Micro-enterprise is crucial. In order to provide the improving directions, this research examines the incumbent 

government policies. Then, the analyses provides the changing agenda for Micro-enterprise. The suggestions 

contributes to the improving criteria for right paradigm of Micro-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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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한 신형

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

를 가질 것이라기 하고 있다. 그러나이러한 정부의 정

책 지원 사업들은 기술 신사업 아이디어를 심으로

하는 소기업이나 창업 기업( 비창업자 포함) 주로

지원이 편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소상공인들은 그

러한 혜택들을 받는 경우가 미비한 상황이다. 소상공인1)

이라 함은 소기업 법에 의해 분류되지만 규모 인 부

문이나 재정 인 부문에서 세한 소기업의특성을 가지

고 있으나 국가 경제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 정

부 정책의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들이다.

본연구의 범 는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에 한 법

근거에 용되는 소상공인을 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의 업체”2) 로서 소상공인에

정책 지원 사업으로 하 다. 한 소상공인창업 정책

과 지원 사업의 황을 분석하고 향후 변화되어야 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을 그 범 로 설정하고 있다. 소

상공인이라는 법 지 는 헌법3)의 ‘국가는 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기 를 두고 있다. 소상공인의 황을 살펴보면 1998

년 외환 기를 겪으면서 생계형 소상공인창업이 격하

게 증가하 으며, 최근에는 베이비부모 세 의 은퇴와

명 퇴직과 같은 조기퇴직 인원의 증가에 따라 생계형

창업이 증하 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정책자 , 창업

경 교육, 컨설 기타서비스에 한 개념을 이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추진결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의 한계 변화의 필요

성을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소상공인 정책 지

원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 그리고 변화 가능성을 통

해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한 소상공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소상공인"이란 「 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

기업(小企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

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상시근로자수등이 통령령으로정하는기 에해당할 것

2) ‘소기업 소상공인지원을 한 특별조치법(1997.4.10.제정

2012.1.17.개정의 법률11174호)

3) 헌법 제123조의 제3항과 5항

2. 행연

2.1 상공  특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시 근로자를 기 으로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의 업체로 정의된다.

소상공인의 정책의 특성에 해 김철민(2015)은 우리

나라의 경우 기업 심의 경제개발 략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 지원

법률 정책이 미흡하 음을 지 하여 지원의 확 필

요성을 제기하 다[2]. 김순태(2013)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지속성을 해 자 , 교육, 컨설 등 정부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성장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연구하 다[3]. 조규연(2014)은 소상공인의 특성에 해

고용창출의 역할이 큰데 비해 비교 은 자 으로 창

업을 하며 업종이 다양하며 국에 분포되어 그 자신이

치에 있는 지역사회의 발 에 기여하며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요한 구성원으로써 지역사회와 불가분의

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 다[4]. Duchesneau &

Gartner(1990)는 소상공인은 해마다 약간의 성장과 함께

업 상황에 한 정 체감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설명하 다[5]. Sandberg &

Hofe(1987)은 소상공인 지원 상의 차별화, 실효성 분석

을 통한 효율 정부지원, 소상공인의 자생 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정책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소상

공인이 사업에 실패하는 요인으로는 경 리 미숙, 시

장 확보의 실패 는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 능동 으

로 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정 인

원인은 창업자 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

다[6]. Morgan and Hunt(1994)는 성공한 소상공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품 서비스에 보다 높은 심이 높

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창업자의 마인드 개선은 고객

만족 감동, 고객의 특성에 한 사항을 수정 보완

함으로써 신뢰 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

하 다[7]. Gothan and Erasmus(2008)는 실제 창업에 성

공한 소상공인은 경 마인드를 갖춘 창업자가 높은 고객

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

명하 다[8]. Covin & Slevin.(1990)은 실패한 소상공인

의 경우 자 의 문제 경험, 기술 등의 능력의 부재를

말하거나, 창업자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아이템 선정의

부 합 등을 말하고 주변 경제상황을 탓하는 자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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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고 설명하 다[9].

Lippit and Schmidt(1967)는 소상공인의 경 의 자질

의 향상과 마인드의 구축은 제품과 서비스에 큰 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객과의 계개선을 통한 고객의 만족·

감동·신뢰구축·재구매 의도의 구매행 로 나타난다고 주

장하 다[10]. Lussier(1996)는 창업한 사업체의 성공률

을 높이려면 창업시 부터 창업과정 운 , 다양한 지

식 등 경 략이 필요한데, 비창업자 소상공인들

은 이러한 모든 지식들을 갖추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

한 경우 문지식을 갖춘 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사업

운 에 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 다

[11]. Deller(2010)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 발 에 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향은 산업 지역에 따라서 복합

인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12]. Saridakis, Mendoza,

Torres, and Glover(2016)는 OECD 국가 가운데 EU 국

가를 패 로 구성한 후 Time-series 모형에 용하여 분

석한 결과, 실업률의 증가가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진

다고 설명하 다[13]. Goldman Sachs(2015)의 자료에 의

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 성공을 해 사업

자 종업원 상 교육과 자문서비스 그리고 자 조달

자문 등에 을 맞추고 있다고설명하 다[14]. 선행연

구자의 연구자료 목록은 Table 1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

낸다.

2.2 상공  정책 동향

KIET 산업연구원(2016)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도 기업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법 으로 소기업보

다 작은 기업으로 규정되는 만큼 소기업과 련된 정

책 측면을가지고 있다고 설명하 다[15]. 소상공인정책

사업의 부분은 소벤처기업부 산하기 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자 , 창업

경 교육, 컨설 기타 서비스 등을 기능별로 구분하

여 설명한다. 2017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

책 지원 사업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2.2.1 상공  정책 금

소상공인 정책자 은 “소상공인의 성장 경 안정

에 필요한 자 ”을 융자형태로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윤상용(2013)은 정책자 이 상 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 주로 지원되고 있고, 정책자

이 지원된 이후에도 경쟁력 제고 등 수익성 향상 노력보

다는 우선 으로 생계를 한 지출에 자 이 상당부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는 소상공인 정책 융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자생력 확 라는 궁극 목

표의 실 보다는 단순히 소상공인의 정책 의존도를 높이

는 부작용이 작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 다[16].

수(2012)는 소상공인 정책자 은 정보비 칭 외부

효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민간 융시장의 실패를 보

완한다고 설명하 다[17].

박 수(2018)는 정책자 의 지원에 한 효율성과 활

Table 1. List of precedent research

Researcher Research title

C, M, Kim(2015)
Analysis of status and support
policy of small business owners

I, W, Jeon & J
, S, Yoo & S
, H, Choi & C
, M, Lee & S,
M, Yoon (2005)

Policy Tasks and Improvement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es

G. Y, Jo.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mal
l Business Owners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Support Service
on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Performances

Duchesneau, D
. A., & Gartner
, W. B. (1990)

A profile of new venture success
and failure in an emerging
industry

Sandberg, W. R
, & Hofer, C
. W. (1987)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 industry structure, and the
entrepreneur

Morgan, R. M.
& Hunt, S. D.
(1994)

The commitment-trust theory of
relationship marketing

Gothan, A. &
Erasmus, A. C.
(2008)

Customers' judgment of the
customer service in appliance
sales departments in an emerging
economy

Covin, J. G., &
Slevin, D. P.
(1990)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Lippitt, G. L.
& Schmidt, W.
H. (1967)

Crises in a developing
organization

Lussier, R. N.
(1996)

A startup business success
versus failure prediction model
for the retail industry

Deller, S. C
(2010)

Spatial Variations in the Role of
Microenterprises in Economic
Growth

Saridakis, G.
Mendoza, M. A
Muñoz Torres,
R. I., & Glover.
J.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mployment and
unemployment in the long-run:
A panel cointegration approach
allowing for breaks

Goldman Sachs(2015)

Goldman Sachs, Stimulating Small Business
Growth, Progress Report on Goldman Sachs
10,000 Small Businesses developed by Babson
College. (2015),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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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의 재고는 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에서 기

업의 핵심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최

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하 다[18]. 소

상공인 정책자 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산 가

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정책자 산은

Table 2과 같다.

Table 2. Policy fund for Micro-enterprise

Name Object Scale
Budget

(Billion Won)

Based on
Jump-up fund

Micro-
Enterprises

10,000
Micro-Enterprises

6,400

Business
Stability fund

40,000
Micro-Enterprises

9,850

Total 16,250

2.2.2 상공  창업 및 경  

Krueger & Brazeal(1994)은 창업교육은 창업의지 뿐

만 아니라 창업효능감에도 향을 미치는데, 학습자들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지식을 향

상시킴으로써 창업에 한 자신감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정의하 다[19]. Hindle(2007)은 창업교육의 정의가 창업

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

다[20]. Piperopoulos and Dimov(2015)는 창업교육의 맥

락과 콘텐츠는 결국 이론 인 측면을 강조하는 창업에

한('about' entrepreneurship) 교육과 실습을 강조하는

창업을 한(‘for' entrepreneurship) 교육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의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

고, 어떻게가르쳐야하는지를구분하 다[21]. 창업교육

은 비창업자가 창업 창업 시요구되는경 지식

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 되는 창업 교육과 경 교

육을 심으로 운 황, 한계 정책방향을 제시한

다. 소상공인 교육은 창업교육과 경 교육으로 구분되어

운 된다. 창업교육은 소상공인 비창업자를 상으로

비된 창업 창업 생존율 제고를 해 지원하는 비

창업자 교육을 의미한다. 재창업 교육은 소상공인 업종

의 폐업자에게는 성공 인 재창업을 는업종 환 희망

자에게는 성공 인 업종 환을 유도하도록 지원하는 교

육을 의미한다. 경 교육은 변하는 경 환경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 능력과 경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e-러닝의 경우 소상공인

비창업자에게 창업 경 교육 내용을온라인으로 지

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시간 공간 한계로 인해 오

라인 교육의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해 e-러닝

서비스를 지원하는 교육 로그램이다. 업종별, 분야별

문화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상공인 스스로

포경 창업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소상공인의 경

우 포 운 과 련하여 오 라인 교육을 참가하는 것

이 쉽지 않으므로 e-러닝 서비스의 요성은 증가

하는 추세이며 창업 경 에 한 다양한 컨텐츠가 확

보되어야 한다. 2017년 창업 경 교육에 한 산은

Table 3와 같다.

Table 3. Education fund for Micro-enterprise

Name Object Scale
Budget

(Billion Won)

New Business
startup program

A preliminary
founder for new

business

- 450
persons

103.4

overseas
start-up

A preliminary
founder at
overseas

- 90
persons

10

Business
Education

Micro-Enterprise
- 12,900
persons

50

Re star-up
package

Re-start
Micro-Enterprise

- 2,500
persons

25

Total 188.4

2.2.3 컨  및 기타 비스

소상공인컨설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경 략,

마 략 기술 수 등 다양한 분야의 문 인력을

활용해 컨설 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 업기

반 확보 성공 인 업종 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

상공인 련 컨설 지원 사업은 다시 소상공인 자 업

역량강화 컨설 , 동조합 활성화 컨설 , 사업정리 컨

설 으로 세분화된다. 자 업 컨설 에 해 김상훈

(2009)은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자 업자의 양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 문제화, 자 업 부문의 양극화와 과잉창

업에 따른 자 업자 경쟁력 약화 등 사회구조 문제에

서 비롯되었으며, 극 인 자 업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설명하 다[22].

박범석·김상 ·홍우형(2018)은 컨설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 계에 있어서 컨설 의 내용이 곧 만족도로 나

타나는 것이 아니고, 컨설 의 내용을 받아들여 경 활

동에 반 한 결과 정 인 결 르 도출 하 을 때 컨설

에 한 만족도가 나타난다고 설명하 다[23]. 임헌욱

(2018)은 성장단계별 경 컨설 이란 창업을 한 아이

디어에서 코스닥 상장회사로 성장하기까지 단계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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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 을 진행하는데 기업의 성장 사이클은 연구개발,

창업, 성장, 확장, 성숙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컨

설 이 필요하다고 정의하 다[24]. 기타 서비스 지원 사

업으로는 상권정보시스템으로 비창업자들에게 창업

정지의 업종별 인구, 매출 등의 황정보 경쟁 입

지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7년 컨설

기타 서비스에 한 산은 Table 4과 같다.

Table 4. Consulting fund for Micro-enterprise

Name Object Scale
Budget

(Billion Won)

Consulting
program

A preliminary
founder and

Micro-Enterprise
- 5,000 case 60

Consulting for
Cooperative

Cooperative
- 400

Cooperative
244

Consulting
for close
business

Micro-Enterprise
- 7,500
persons

75

Total 379

3. 상공  정책 지원 사업 분

3.1 상공  정책 금 

소상공인 정책자 은 “소상공인의 성장 경 안정

에 필요한 자 ”을 융자형태로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타 정부기 의 기술창업의 경우 부분융자형태의 지원

이 아니라 출연형태의 지원으로 비창업자를 지원하여

상환의 의무가 없는 등 소상공인창업과의 차별 을 보

이고 있다. 2015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정책 자

의 성격과 달리 창업에 소요되는 자 을 직 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그규모가 창업진흥원에

비하면 히 작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창업지원 과 창업진흥원에서 지

원하는 창업지원 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Policy fund for Startup

Supporting
Organization

Object
Budget

(Billion Won)

Small Enterprise &
Market Service

Micro-Enterprise
Startup

214.4

Korea Institute of
Startup&Entrepreneurs

hip Development
Technology Startup 2,714.5

3.2 창업  및 경  

창업 교육은 소상공인 비창업자를 상으로 비된

창업 창업 생존율 제고를 해 지원하는 비창업자

교육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책발표 자

료4)에 따르면 ‘2006년 ~ 2016년까지 172,370명’에 한

창업 교육이 이루어졌다. 소상공인 창업 교육에 있어 몇

가지 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수에 한 단

기 교육에서 소수를 한장기 교육으로, 생계형 업종

심에서 신사업업종 심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

의 실효성 제고를 해 단기간 교육은 2015년도에 폐지

하고 창업 교육과정의 질 향상을 해 2015년부터 신

사업사 학교 로그램인 소그룹 장기간 교육으로

환하여 교육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2015년부터 생계형

업종 심교육에서 신사업업종 심 교육으로 환되었

으며 생계형 집합 창업교육은 2014년도폐지되고 e-러닝

교육으로 체되었다. 경 교육은 변하는 경 환경변

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 능력과

경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2006년 ~ 2016년까지

540,014명’이 경 교육을 수료하 으며, 2016년도 수료

생의 업 지속률은 97.7%(2015년 95%)로 향상되었다.

경 교육의 경우 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의 교육이 외부 민간교육기 교육

으로 환되었으며 규모 기본교육에서 소규모 경 개

선교육으로 변화되었다. 즉, 규모(200명)의 기본교육과

정이 2016년부터는 교육성과 제고를 해 경 개선 교

육으로 변경되었으며, 참가인원도 25명이 참여하는 소규

모 경 교육 과정으로 재편되었다. 수요자가 원하는 교

육을 직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2016

년에 도입하여 최근 트 드에 맞는 경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재창업 교육은 소상공인 업종의 폐업자에게는

성공 인 재창업을 는 업종 환 희망자에게는 성공

인 업종 환을 유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2012년 ~ 2016년까지 25,671명’이 재창업 교육을 수료하

고, 2016년도 교육수료생의 58.3%는 재창업 는 업종

환 하 다. 업종 환교육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론 심 교육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서

운 되었으나, 길진호·김동욱·김 호(2017)는 체계 으

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창업기업의 발굴에서 성장, 재도 창업 노하우등을

공유하는 창업생태계 구축으로 창업 반에 걸친 활성화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7년 시책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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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단계 창업지원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

다[2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 로그램 역시

2015년부터는 특화업종 심의 교육, 멘토링, 사업 환자

등 패키지지원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창업 경 교육 로그램 참가

황은 Table 6와 같다.

Table 6. Eduction Program for Micro-enterprise

Period(year) Name of Education Scale

2006 ~ 2016 Startup Education 172,370 persons

2015 ~
New Business Startup

Education

2006 ~ 2016 Business Education 540,014 persons

2012 ~ 2016 Re-Startup Package 25,671 persons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경 교육, E-러닝 교육이

Fig. 1과 같이 통합 운 된다.

Fig. 1. Education System for Micro-Enterprise

3.3 컨  비스

소상공인컨설 서비스는 4,000개 업체의 소상공인을

상으로 업환경개선 매출 증 를 한 경 기

술 수 컨설 을 지원했다. 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

아 5일 이내 컨설 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

인 동조합 활성화 컨설 은 450개 소상공인 조합을

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조합의 성장을

진시키는 컨설 을 지원했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도조합에게 조합설립, 운 방법, 업사업,

로지원의 컨설 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역량 Jump-up

컨설 은 경 애로를 겪고 있는 350개 업체 소상공인을

상으로 지원한다. 년 비 매출액 15%이상 감소하거

나 2년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상으로 신제

품 개발, 랜드 개발 마 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2018년 컨설 서비스 지원

황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Consulting Service for Micro-enterprise

Name Scale
Budget

(Billion Won)

Consulting program 5,000 case 60

Consulting for Cooperative
400

Cooperative
244

Consulting for close business 500 persons 75

Total 379

3.4 상공  정책 결과 및 시사점

김철민･정 (2016)은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를 이루고 있으나 그 세성으로 인해 정부의 행정

정책 지원 상에서 상 으로 소외되어 산업생태

계마 받고 있다고 설명하 다[26]. 소상공인과

련된 정책 사업은 소벤처기업부 산하기 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 되며 지원되고 있다. 과거 소상공

인 창업의 경우 신형 창업의 성격이 아니라 부분 생

계형 창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다보니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에도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육외수‧류

태모(2004)는 소상공인 지원을 한 효율 인 개선방안

을 제도 인 측면과 실무 인 측면으로 나 어 제시하

는데 제도 인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

능이 확 되어야 하며, 실무 인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한 창업과 경 지도의 활성화를 해 양 인 면보다

질 인 면에 심을 두어 장 착형 지원체제를 강화

하고 실무 인 내부조직 개편도 필요하다고 보았다[27].

소상공인 창업 교육과 련하여 한길석(2007)은 우리나

라 창업교육이 양 으로 많은 발 을 이루고 있으나 아

직까지 창업교육이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

석하 다[28]. 조정문(2017)은 소상공인경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 성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소상공인경

교육은 경 성과를 높일 수 있으나 업, 정보공유, 상

생 력, 기업가역량을 통해서 경 성과를 더 높일 수 있

다는 것을 연구하 다[29]. 강 욱･하규수(2012)는 부

분의 창업교육이 이론 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장

심, 인턴 심, 실습 심의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여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을 창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고 보았다[30].

권명규･양해술(2016)은 융복합산업 기업 창업 시 교육지

원이나 마 지원이 기업가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자

지원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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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3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5년부터 신사업

창업사 학교를 통한 장체험을 심으로 하는 장기

인 의 창업 교육으로 패러다임이조 씩 바 어가

고 있다. 과거 창업교육이 다수에 한 단기교육이 주를

이루었다면 신사업창업사 학교 이후 소수를 상으로

한 장기교육으로 화되었으며 창업 업종 역시 생계형

업종 심에서 신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업종 심으로

환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이다. 김상훈(2009)의

연구에 의하면 자 업 컨설 에서 수요자인 자 업자의

컨설 에 한 이해와 신뢰도는 컨설 성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자 업자의 컨설 에 한 지원과 열

의가 무엇보다 컨설 성과를 높이는요인으로 나타났다

[32]. 송거 ･홍정완･유연우(2014)는 정부의 컨설 지원

사업에 있어 컨설턴트 양성 기존 컨설턴트의 문성

강화를 한교육지원, 컨설 기법 개발과 제공, 컨설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한 컨설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이 필요하다고 설명하 다[33]. 형식 인 산 책정에 따

른 소상공인 자 업 컨설 이 아니라주 기 의 지원과

열정을 바탕으로 실질 으로 자 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컨설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한 컨설턴트의 문성

자격강화를 통한 컨설 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의 핵

심 기 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

른 인력 충원과 정책수립 창업정책을 한 자 의 확

보 방안 등에 한 연구와 수행이 필요하다.

4. 정부  상공  정책 차후 방향

4.1 정책 금

소상공인 창업정책지원의 경우 부분이 소상공인정

책자 에 편 되어있다. 즉 소상공인에게 정책자 을 직

출하거나 출 연계기 (신용보증재단, 은행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운 자

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한 정책자 의 출지원뿐만 아

니라 창업하는 소상공인을 한 창업자 의 지원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타기 의 창업정책의 경우 정책자

출 역시 존재하나 많은 지원부분에서 출이 아니라

직 인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상

공인들을 한 정책자 단순 융자부분에서 직 인

지원의 규모를 최소 200억원 환시켜 출 이아닌출

연 으로 지원하고 매년 그 액을증가시킴으로써 소상

공인들이 창업 시 자 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기 창업 자 마련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억 원을 직 인 지원의 규모로 책정한 사유는 소상

공인 창업과 달리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창업선도

학사업의 창업지원 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기 으로

922억 원을,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 창업지원 역시 매

년 증가하여 2017년 1,161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

러나 재 소상공인을 한 창업지원자 은 신사업창업

사 학교 로그램을 통해 직 으로 지원되는 액이

부이다. 1인당 2천만 원은 실질 창업에 부족한 액이

므로 그 지원 액 지원 인원수를 지 의 3~4배 이상

늘려야하며 신규 창업 자 지원과 함께 단발성 지원 자

이 아니라 창업 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한

후속지원사업의 추가 지원 액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한 사업체를 운 하는 소상공인들이 경 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멘토링과 연계하여 실질 인 마

로개척에 도움을 지원할 수 있기 해서는 소상공인들

의 창업자 지원의 확 가 필요하다. 향후 소상공인 정

책자 과 창업자 은 Table 8과 같이 바 어 나갈 필요

가 있다.

Table 8. Policy fund for Micro-Enterprise

As is To Be

Loan fund 16,250Billion won 16,050Billion Won

Supporting fund 214.4Billion Won 414.48Billion Won

4.2 창업 및 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된 창업 경 교육

역시 과거에는 단기 인 창업 경 교육이 심이었

다면 2015년부터 신사업창업사 학교를 통한 장체험

을 심으로 하는 장기 인 의 창업 경 교육

으로 패러다임이 조 씩 바 어가고 있다. 따라서 신사

업창업사 학교의 장기교육도 교육 커리큘럼을 이론

인 교육을 넘어서 실 창업에 필요한 창업의 이론과 실

무를 익힐 수 있는 과목 심으로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운 되어야 한다. 창업의 교육 역시 이론 배경지식 뿐

만 아니라 실 의 경험도 갖고 있는 실 형 창업 강사들

로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실제 창업

시 실패율을 일 수 있도록 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즉, 창업 비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창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해서는 신사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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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 학교의 산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향후 소상

공인 신사업창업사 학교는 Table 9과 같이 바 어나갈

필요가 있다.

Table 9. New Business Startup Program

As is To Be

Budget 103.4Billion won 303.4Billion Won

Staff 1 Staff for City 3 Staffs for City

신사업창업사 학교의 로세스를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포체험 실무 멘토링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Fig. 2. Process of New Business Startup Academy

4.3 컨  비스

컨설 서비스는 소상공인에게 경 략, 마 략,

상권 입지분석, 기술 수 등다양한 분야의 문 인력

을 활용해 컨설 을 지원하고 있으나 짧은 4일이라는 기

간을 컨설 기간으로 배정하여 진행하므로실질 인 컨

설 성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이다. 가시 인 컨설

효과를 가져 오기 해서는 이론 인 컨설 이 아니

라 장에 맞는 컨설 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창업 소

상공인이 창업 부터 컨설 을 체계 으로받아 창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

다. 한 컨설 기간역시 4일이라는 시간으로는 소상공

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최소

7일이상의 컨설 기간을 배정하여 진행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컨설 진행의 경우 첫 날은 본 진단을 통해 수진

기업의 황을 악하는데 소요되며, 마지막 날은 컨설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데 소요되므로나머지 이

틀을 가지고 컨설 을 진행하여 성과를내기에는 실

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소 5일 이상의 실질 인 컨설

일수가 요구된다. 그러기 해서는 우선 으로 컨설

지원 산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소

상공인 컨설 서비스는 Table 10와 같이 바 어 나갈

필요가 있다.

Table 10. Consulting Service

As is To Be

Budget 60Billion won 120Billion Won

Consulting day 4 days 7 days

Table 11은 실질 으로 수행되어야 할 컨설 차에

한 설명이다.

Table 11. Consulting Process

1 day 2day 3day 4day 5day 6day 7day

Consulti
ng

kick-off

External
environm

ent
analysis

Internal
environm

ent
analysis

Competit
or

Analysis

Establish
manage
ment

strategy

Establish
marketin

g
strategy

Consulti
ng report

4.4 약

소상공인 정책자 , 창업 경 교육, 컨설 기

타 서비스의 세 가지 측면을 심으로 재까지 진행되

어온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 방향에 해 본 연구를 실시

하 다. 지 까지 정부의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 신

인 기술이나 창의 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나 비

창업자들을 지원하여 실리콘밸리의 기업과 같이 성공

인 start-up을 키워냄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

용을 확 할 수 있다는 단에 따라 많은 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창업기업지원사업 로그램들

은 기술 아이디어 심의 기업 창업자 심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창업자들은 그러

한 혜택들을 받는 경우가 미비한 상황이다. 2011년 통계

청 자료에 의하면 한민국 소상공인은 체 사업체수의

87.9%(274만개)를 차지하고, 체 종사자수는 37.7%(533

만 명)을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 충분한 교육을 통

한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의 육성정책이라기 보다는 생

존한 소상공인을 유지해나가는데 을 둔 정책 주로

개 되었다. 기술창업이 창업 여러 생태계와 인 라

를 구축하여 충분한 창업 교육을 통한 창업으로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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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인 것에 비해 소상공인 창업의 경우는 사후 리에 치

되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양성하여 국가 산업 발 에 필요한 신의 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정책에 한

실 인 변화가 요구된다.

5. 결론

2017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산은 19,637억 원

으로 배정 되었으며 그 소상공인정책자 이 16,250억

원으로 체 산 82.75%가량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통

시장 상 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552.8억원(13%),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이 689.9억 원(3.51%), 소

상공인 특화지원 사업이 144억 원(0.73%)을 차지한다. 소

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 산 19,637억 원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과 련된 산을 살펴보면 신사업창업사

학교 103.4억 원, 소자본 해외창업 10억 원, 소상공인

경 교육 50억 원, 청년상인 창업지원 51억 원으로 총

214.4억 원이 창업 련 산으로 체 산의 1.09%만이

소상공인 창업에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 소상공

인의 경우 정책 부분이 소상공인정책자 이라는 명목

으로 소상공인들을 해 정책자 을 직 출하거나

출 연계기 (신용보증재단, 은행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

는 부분이주를 이루고있다. 2018년 4월23일부터 5월3일

까지 소상공인 30명을 상으로 소상공인 정부정책에

해 정책자 , 교육, 컨설 의 3개 부문으로 나 어 설문

을 실시하 다. 설문조사 결과 정책자 의 경우 응답자

44%가 자 의 규모에 만족한 걸로 나왔으며 78%의

소상공인이 정부지원 정책자 창업과 련하여 출

형(융자)이 아닌 지원형(출연)으로 환되기를 희망하

다. 창업이나 경 교육과 련하여서는 신사업창업사

학교의 체험형 실 창업교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81%를

차지하 으며, 창업 경 교육을 통해 창업한 소상공

인 72%는 창업이나 경 교육이 사업에 효과 이었다고

응답하 다. 컨설 의 경우 컨설 의 수 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58%를 차지했으며 62%의 소상공인

이 컨설 이 사업에 효과 이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소상공인 창업자들의 50% 이상

이 재 운 되고 있는 정부의소상공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한민국 내수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 이 높은 만큼 국가경제와 한 상

계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 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

보를 해 정부지원정책의 실 인 변화 필요성과 소상

공인의 경쟁력확보를 한 정책 인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소상공

인의 정책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상

공인 정책을 실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목 이 있

다.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단

기 인 안목의 정책 수립을 넘어 신사업아이템으로 창업

한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도록 연속 인 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

계 으로는 소상공인의 정부 정책이 정부 산과 련된

부분이 크므로 타 부처와의 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

며, 한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상자 표본이 소규모

이며 소상공인 창업자의 주 단에 의한 자료로서의

한계 을 가지므로 향후 표본의 확 를 통한 신뢰성 확

보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로 소상공인창업활

성화 로그램인 신사업창업사 학교에 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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